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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들 레인지의 PIC의 명령

여기서는 PIC16F84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명령
의 수는 35개로 적고, 어드레싱(addressing) 모드에
의한 분류도 없으므로, 금방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특수처리에서는 기술이 복잡해지는 결점도 있다.
명령은 14비트 폭 고정된 수치이며, 이 수치를 기계

어 또는 머신 코드라고 부른다. 상위 비트는 오피코드
필드, 하위 비트는 오퍼랜드 필드(어드레스 필드)라고
부른다.
물론 숫자열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머신 코드 하나

하나에 대응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이 이름을 니모닉
(mnemonic)이라고 한다. 니모닉 표기의 개발언어를
어셈블리 언어라 하며 어셈블리 언어는 이러한 관계에
서 기계어와 1대1로 대응한다. 명령에 의하여 조작되는
메모리나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퍼랜드라고 하며,
대부분의 명령은 니모닉+오퍼랜드 형태로 기술한다.

PIC의 데이터 시트에서는 f, d, b, k의 기호를 오퍼
랜드에 사용하고 있다(표 1).

f는 데이터 메모리를 나타내며, 8비트의 수치가 들어
간다.

d는 연산결과의 저장 장소를 나타내며, d=0일 때는
결과를 W레지스터에 저장하고, d=1일 때는 결과를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이것은 1비트의 정보이다.

b는 비트 번호를 나타내며, 0∼7의 수치가 적용된다.
k는 리터럴 값(정수)을 나타내며, 8비트의 수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각 명령을 소개하겠다. <서식> 뒤에 있는 ( )
안의 기호는 영향을 받는 플래그를 나타내고 있다.

전송명령

▶MOVF (move f)
<서식> MOVF f, d (Z)
메모리 f의 내용을 d=0일 때는 W레지스터로 전송
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로 전송한다. 데이터 내
용에 따라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Z플래그가 변
화한다.
【사용예】

MOVF MEMORY, 0：메모리를 W로 전송
MOVF MEMORY, 1：메모리를 메모리로 전송
  MOVF MEMORY, 1을 처리해도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Z플래그가 변화하므로 메모리 내용이 0인지
어떤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MOVLW (move literal to W)
<서식> MOVLW k(없음)
8비트의 정수 k를 W레지스터로 읽어들인다.

▶MOVWF (move W to f)
<서식> MOVWF f(없음)
W레지스터의 내용을 메모리 f로 전송한다.
【사용예】

MOVLW n：값n을 W에 세트

PIC 마이컴 명령 셋PIC 마이컴 명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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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WF MEMORY：W를 메모리로 전송
▶SWAPF (swap nibbles in f)

<서식> SWAPF f, d(없음)
메모리 f의 상위 4비트와 하위 4비트의 내용을 바꿔

표 1. (3)명령 세트 일람표

ADDLW k

ADDWF f, d

ANDLW k

ANDWF  f, d

BCF f, b

BSF f, b

BTFSC f, b

BTFSS f, b

CALL k

CLRF f

CLRW

CLRWDT

COMF f, d

DECF f, d

DECFSZ f, d

GOTO k

INCF f, d

INCFSZ f, d

IORLW k

IORWF f, d

MOVLW k

MOVF f, d

MOVWF f

NOP

RETFIE

RETLW k

RETURN

RLF f, d

RLF f, d

SLEEP

SUBLW k

SUBWF f, d

SWAPF f, d

XORLW k

XORWF f, d

설            명

가산：(W)+k→(W)

가산：(W)+f→(dest)

이론 AND：(W).AND.(k)→(W)

이론 AND：(W).AND.(f)→(dest)

세트 클리어：0→f"b"

비트 세트：1→f"b"

세트 테스트：(f"b")=0이면 다음 명령을 스킵한다.

세트 테스트：(f"b")=1이면 다음 명령을 스킵한다.

서브 루틴 콜

(PC)+1→TOS, k→PC"10：0",

(PCLATH"4：3")→PC(12：11)

클리어：00h→f

클리어：00h→(W)

클리어：00h→WDT, 0→WDT프리 스케일러

컴플리먼트： (f)→(dest)

디크리먼트：(f)-1→(dest)

디크리먼트：(f)-1→(dest)

결과가 0이면 다음 명령을 스킵한다.

k→PC"10：0", PCLSTH"4：3"→PC"12：11"

인크리먼트：(f)+1→(dest)

인크리먼트：(f)+1→(dest),

결과가 0이면 다음 명령을 스킵한다.

논리 OR：(W).OR.(k)→(W)

논리 OR：(W).OR.(f)→(dest)

무브：k→(W)

무브：(f)→(dest)

무브：(W)→(f)

No operation

인터럽트 처리에서의 리턴：

TOS→PC, 1→GIE

W레지스터에 값을 대입하여 리턴：

k→W, TOS→PC

리턴：TOS→PC

좌회전：

f"n"→d"n+1", f"7"→C, C→d"0"

우회전：

f"n"→d"n-1", f"0"→C, C→d"7"

슬리프 모드：

00h→WDT

감산;k-(W)→(W)

감산：f-(W)→(dest)

상위 4비트와 하위 4비트의 교체：

f"0：3"→d"4：7", f"4：7"→d"0：3"

논리 XOR：(W).XOR.(k)→(W)

논리 XOR：(W).XOR.(f)→(dest)

니모닉
영향을 주는
플래그

C, CD, Z

C, DC, Z

Z

Z

Z(=1)

Z(=1)

PD(=1)

T0(=1)

Z

Z

Z

Z

Z

Z

C

C

PD(=1)

TO(=0)

C, DC, Z

C, DC, Z

Z

Z

사이클

1

1

1

1

1

1

1(2)

1(2)

2

1

1

1

1

1

1(2)

2

1

1(2)

1

1

1

1

1

1

2

2

2

1

1

1

1

1

1

1

1

11  111x  kkkk  kkkk

00  0111  dfff  ffff

11  1001  kkkk  kkkk

00  0101  dfff  ffff

01  00bb  bfff  ffff

01  01bb  bfff  ffff

01  10bb  bfff  ffff

01  11bb  bfff ffff

10  0kkk  kkkk kkkk

00  0001  lfff  ffff

00  0000 0xxx  xxxx

00  0000  0110  0100

00  1001  dfff  ffff

00  0011  dfff  ffff

00  1011  dfff  ffff

10  1kkk  kkkk kkkk

00  1010  dfff  ffff

00  1111  dfff  ffff

11  1000  kkkk  kkkk

00  0100  dfff  ffff

11  00xx  kkkk  kkkk

00  1000  dfff  ffff

00  0000  1fff  ffff

00  0000  0xx0  0000

00  0000  0000  1001

11  01xx  kkkk  kkkk

00  0000  0000  1000

00  1101  dfff  ffff

00  1100  dfff  ffff

00  0000  0110  0011

11  110x  kkkk  kkkk

00  0010  dfff  ffff

00  1110  dfff  ffff

11  1010  kkkk  kkkk

00  0110  dfff  ffff

14비트 오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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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d=0일 때는 결과를 W레지스터에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사용예】

SWAPF MEMORY, 0：메모리의 상하를 바꿔 넣
어 W레지스터에 저장.

연산명령

▶ADDLW (add literal and W)
<서식> ADDLW k(C, DC, Z)
W레지스터의 내용과 8비트의 정수 k를 가산하여, 결
과를 W레지스터로 되돌린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스
테이터스 레지스터의 C, DC,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ADDLW H'30'：W에 수치 30h를 가산
▶ADDWF (add W and f)

<서식> ADDWF f, d(C, DC, Z)
W레지스터의 내용과 메모리 f의 내용을 가산하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C, DC,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ADDWF MEMORY, 0：메모리+W를 W에 저장
▶SUBLW (subtract W from literal)

<서식> SUBLW k(C, DC, Z)
8비트의 정수 k에서 W레지스터의 내용을 2의 보수
로 감산하여 결과를 W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연산결
과에 따라서 C, DC,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SUBLW H'30'：수치 30h부터 W를 감산한다.
▶SUBWF (subtract W from f)

<서식> SUBWF f, d(C, DC, Z)
메모리 f의 내용에서 W레지스터의 내용을 2의 보수
법으로 감산하고,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
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
결과에 따라서 C, DC,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SUBWF MEMORY, 0：메모리 W를 저장
▶ANDLW (and literal with W)

<서식> ANDLW k(Z)
W레지스터의 내용과 8비트의 정수 k를 AND연산

하여, 결과를 W레지스터로 되돌린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ANDLW B'11110000'：하위 4자리를 0으로 한다.
ANDLW 0：CLRW명령과 같다.

▶ANDWF (and W with f)
<서식> ANDWF f, d(Z)
W레지스터의 내용과 메모리 f의 내용을 AND연산
하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
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MOVLW B'1111：메모리의 상위 자리를
ANDWF MEMORY, 1：명확하게 메모리로 되돌

                                         린다.
▶IORLW (inclusive OR literal with W)

<서식> IORLW k(Z)
W레지스터의 내용과 8비트의 정수 k를 OR연산하
여, 결과를 W레지스터로 되돌린다. 연산결과에 따
라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IORLW B'11110000'：상위자리를 1로 세트
IORLW H'FF'：W레지스터를 모두 1로 세트

▶IORWF (inclusive OR W with f)
<서식> IORWF f, d(Z)
W레지스터의 내용과 메모리 f의 내용을 OR연산하
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
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MOVLW B'1111'：메모리의 하위자리를
IORWF MEMORY, 1：1에 세트하고 메모리로

                                         되돌린다.
▶XORLW (exclusive OR with W)

<서식> XORLW k(Z)
W레지스터의 내용과 8비트의 정수 k를 XOR연산
하여, 결과를 W레지스터로 되돌린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XORLW B'11110000'：상위자리만 반전
XORLW H'FF'：W레지스터를 반전(COMF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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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같다.)
▶XORWF (exclusive OR W with f)

<서식> XORWF f d(Z)
W레지스터의 내용과 메모리 f의 내용을 XOR연산
하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
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MOVLW B'1111'：메모리의 하위자리를 반전하고
XORWF MEMORY, 1：메모리로 되돌린다.

▶DECF (decrement f)
<서식> DECF f, d(Z)
메모리 f의 내용을 디크리먼트(-1)하여, d=0일 때
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
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DECF NEMORY, 1：메모리를 디크리먼트한다.
▶ INCF (increment f)

<서식> INCF f, d(Z)
메모리 f의 내용을 인크리먼트(+1)하여, d=0일 때
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
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Z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INCF MEMORY, 1：메모리를 인크리먼트한다.

시프트(회전)명령

▶RLF (rotate left through carry)
<서식> RLF f, d(C)
C플래그가 포함된 메모리 f의 내용을 1비트 왼쪽으
로 회전하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
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C플래그
는 연산의 자리올림을 나타내는 비트이다. 연산결과
에 따라서 C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BCF STATUS, 0：C플래그를 클리어(clear)
RLF MEMORY, 1：메모리를 레프트 시프트

▶RRF (rotate right f through carry)
<서식> RRF f, d(C)

C플래그가 포함된 메모리 f의 내용을 1비트 왼쪽으
로 회전하여, d=0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
장하고, d=1일 때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
에 따라서 C플래그가 변화한다.
【사용예】

BCF STATUS, 0：C플래그를 클리어
RRF MEMORY, 1：메모리를 라이트 시프트

비트 조작 명령

▶BCF (bit clear f)
<서식> BCF f, b(없다)
메모리 f의 비트 b를 제로로 클리어하는 명령이다.
【사용예】

BCF PORTA, 2：PORTA의 비트2를 클리어
BCF STATUS, 0：C플래그를 클리어
BCF STATUS, 5：뱅크0으로 한다.

▶BSF (bit set f)
<서식> BSF f, b(없다)
메모리 f의 비트 b를 1로 세트하는 명령이다.
【사용예】

BSF PORTA, 5：PORTA의 비트 5를 세트
BSF STATUS, 0：C플래그를 세트
BSF STATUS, 5：뱅크 1로 한다.

조건판정, 비트 검사

▶BTFSC (bit test f, skip if clear)
<서식> BTFSC f, b(없다)
메모리 f의 비트 b가 1인 경우는 다음 명령을 실행하
고, 0인 경우는 다음 명령을 스킵하고 그 다음 명령
을 실행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사용예】

BTFSC STATUS, 0：C플래그가 0이면 스킵
GOTO LABEL：C플래그가 1이면 점프

▶BTFSS (bit test f, skip if set)
<서식> BTFSS f, b(없다)
메모리 f의 비트 b가 0인 경우에 다음 명령을 실행하
고, 1인 경우는 다음 명령을 스킵하여 그 다음의 명
령을 실행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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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FSS STATUS, 2：Z플래그가 1이면 스킵
GOTO LABEL：Z플래그가 0이면 점프

▶DECFSZ (decrement f, skip if 0)
<서식> DECFSZ f, d(없다)
메모리 f의 내용을 디크리먼트(-1)하여, d=0일 때
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
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가 1인 경우는 다음 명
령을 실행하고, 0일 때는 다음 명령을 스킵하고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루프 처리에 사용한다.
【사용예】

LOOP INCF MEMORY, 1
DECFSZ CNT, 1：CNT=0까지 루프
GOTO LOOP

▶ INCFSZ (increment f, skip if 0)
<서식> INCFSZ f, d(없다)
메모리 f의 내용을 인크리먼트(+1)하여, d=0일 때
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는 메
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가 1인 경우는 다음 명
령을 실행하고, 0인 경우는 다음 명령을 스킵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루프 처리에 사용한다.

점프 관계의 명령

▶GOTO
<서식> GOTO k(없다)
무조건 분기 명령이다. 11비트의 값 k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로드함으로써 점프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CALL (call subroutine)
<서식> CALL k(없다)
서브 루틴을 호출하는 명령이다. 리턴하는 어드레스
를 스택 메모리로 대피(待避)한 후, 11비트 값 k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로드함으로써 서브 루틴으로 점
프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RETURN (return from subroutine)
<서식> RETURN (없다)
서브 루틴에서 복귀한다. 스택 메모리로부터 되돌아
와서 번지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되돌려  통상처리로
점프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사용예】

CALL ABC：ABC 서브 루틴으로

GOTO LABEL：
ABC INCF MEMORY, 1：메모리+1
RETURN：되돌아온다

▶RETLW (return with literal in W)
<서식> RETLM k(없다)
8비트의 정수 k를 W레지스터로 읽어들이고 서브 루
틴에서 복귀한다. 스택 메모리에서 되돌아와서 번지
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되돌아가서, 통상처리로 점프
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사용예】

BTFSC STATUS, 2：Z플래그의
RETLW 0：값이 0이면 W=0
RETLW 1：값이 1이면 W=1

▶RETFIE (return from interrupt)
<서식> RETFIE (없다)
인터럽트 처리를 종료시킨다. 스택 메모리에서 되돌
아와서 번지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되돌려서 통상처
리로 점프한다.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GIE비트를 세
트하여, 인터럽트를 유효하게 한다. 이 명령은 2명령
사이클이 걸린다.

기타 명령

▶NOP (no operation)
<서식> NOP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명령이다. 단지 1명령 사이클을
소비한다. 동작 타이밍의 조절 등에 사용한다.

▶CLRF (clear f)
<서식> CLRF f(Z=1)
메모리 f의 내용을 제로로 클리어한다. Z플래그는 1
이 된다.

▶CLRW (clear W)
<서식> CLRW (Z=1)
W레지스터의 내용을 제로로 클리어한다. Z플래그
는 1이 된다.

▶COMF (complement f)
<서식> COMF f, d(Z)
메모리 f 내용의 보수를 취하여(반전시킨다), d=0
일 때는 W레지스터에 결과를 저장하고, D=1일 때
는 메모리 f에 저장한다. 연산결과에 따라서 Z플래
그가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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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WDT (clear watching timer)
<서식> CLRWDT (없다)
워치 도그 타이머(WDT)를 리셋하는 명령이다.
WDT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스케일러도 리셋한
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TO,  PD의 각 플래그
를 세트한다.

▶SLEEP
<서식> SLEEP (없다)
PIC를 슬립 상태로 한다.  PD 플래그를 0,  TO 플래
그를 1로 하여 WDT와 프리스케일러를 클리어한다.

어셈블러의 의사명령

어셈블리 언어의 프로그램을 보면 PIC에는 없는 명
령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셈블리 언어
에는 의사명령이라는 어셈블러가 사용하기 위한 명령
이 있다. 이들 명령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알
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의사명령은 사용하는 어셈블러에 따라 다소의 차이

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사의 어
셈블러 MPASM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령만을
나타낸다.
▶LIST

<서식> LIST P=device_name
어셈블러에 대하여 사용하는 PIC의 종류를 전한다.
【사용예】

LIST P=16F84
▶END

<서식> END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종료를 나타낸다.

▶EQU (equate)

BTFSC STATUS, 2
GOTO Label ;BZ 처리
BTFSC STATUS, 2
GOTO Label ;BNZ 처리
BTFSC STATUS, 0
GOTO Label ;BC 처리
BTFSC STATUS, 0
GOTO Label ;BNC 처리

BZ Label ;제로이면 점프
BNZ Label ;제로가 아니면 점프
BC Label ;C=1이면 점프
BNC Label ;C=0이면 점프

SUBLW n ;n-W
BTFSC STATUS, 2 ;BZ 처리
GOTO Label ;W=n

(a) W레지스터의 내용이 수치 n과 같을 때에 점프하는 처리

SUBLW n ;n-W
BTFSC STATUS, 0 ;BC 처리
GOTO Label ;W=＜n

(b) W레지스터의 내용이 수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점프
하는 처리

SUBLW n ;n-W
BTFSS STATUS, 0 ;BNC 처리
GOTO Label ;W＞n

(c) W레지스터의 내용이 수치 n보다 클 때에 점프하는 처리

리스트 1. 조건판단

리스트 2. 매크로 명령

리스트 3. 수치의 대소판정

WSAVE EQU nn
CCRSAVE EQU  nn
PUSH MOVWF WSAVE ;W를 세이브한다.

SWAPF STATUS, 0 ;
MOVWF CCRSAVE ;스테이터스를 세이브
인터럽트 처리

POP SWAPF CCRSAVE, 0 ;스테이터스를 되돌린다.
MOVWF STATUS ;
SWAPF WSAVE, 1 ;W를 되돌린다
SWAPF WSAVW, 0 ;
RETFIE ;인터럽트에서 되돌린다.

LOOPCNT EQU nn ;LOOPCNT 메모리 확보
MEMCLR MOVLW H'20' ;스타트 번지20h

MOVWF FSR ;FSR=20h
MOVLW 16 ;16바이트 클리어
MOVWF LOOPCNT ;LOOPCNT=16

NEXT CLRF INDF ;메모리를 클리어
INCF FSR ;포인터+1
DECFSZ LOOPCNT ;LOOP회수 종료?
GOTO NEXT ;반복

리스트 4. 인터럽트 처리

리스트 5. 포인터 처리

포인터의 동작

그림 1. 포인터 처리

어드레스

데이터

메모리
어드레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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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마이컴 명령 셋

<서식> Name EQU nn
명칭(라벨)과 수치를 대응시킬 때에 사용하는 명령
이다. 메모리의 인터럽트 등에 사용한다.
【사용예】

Label EQU H'F0'
PORTA EQU 5

PIC의 프로그램의 포인트

PIC는 명령수가 적으므로 프로그램 기법에서 이것을
커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법을 설명하겠다.

● 조건판단
일반적으로 마이컴의 조건판단에는 Z플래그나 C플

래그를 이용한다. PIC도 마찬가지이지만, 분기명령이
없으므로 이것을 비트 검사명령으로 실현한다. 스테이
터스 레지스터의 Z플래그나 C플래그를 직접 비트 검사
하여 분기한다. 리스트 1에 그 예를 나타낸다.
또한, MPASM에서는 이들 매크로 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리스트 2의 BZ,
BNZ, BC, BNC가 그것이다.
또한, PIC는 비교명령이 없으므로, 감산명령으로 대

용한다. SUBLW명령을 사용한 수치의 대소판정은 리
스트 3과 같다.

●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 처리에서는 W레지스터나 스테이터스 레지

스터를 메모리로 대피(待避)하지 않으면 통상처리로
되돌아왔을 때에 처리를 계속할 수 없다. PIC의 경우,
PUSH, POP 등의 레지스터 퇴피의 명령이 없으므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기술해야만 한다. 리스트 4에 그
예를 나타낸다.

WSAVE와 CCRSAVE라는 메모리를 준비하여 거
기에 W레지스터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내용을 대
피한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 페이지 정보나 파일 셀렉
트 레지스터(FSR)도 대피한다.

● 포인터 처리
PIC에 의한 포인터 처리는 간접 어드레싱 모드를 갖
지 않으므로, 파일 셀렉트 레지스터(FSR, 4번지)와 인
다이렉트 레지스터(INDF, 0번지)에 따라 실현하고
있다. 그림 1은 포인터 처리의 동작도이다. 포인터를
처리할 때는 FSR이 포인터 레지스터이므로 처음에 타
겟 어드레스를 FSR에 세트한다. 그 후에 INDF에 대
한 판독이나 기록을 조작하면 그 조작은 타겟 메모리에
반영된다. 포인터 처리의 예를 리스트 5에 나타낸다.
이 예는 20h 번지에서 연속되는 16바이트의 메모리 에
어리어를 0으로 클리어하는 처리이다.

● 테이블 처리
FSR을 사용한 포인터 처리는 데이터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이므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해서는 포인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ROM내 테이블을 참조하
는 테이블 변환처리는 특수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다.
ROM에 기록된 데이터를 W레지스터로 인출하려면 리
턴 명령의 RETLW밖에 없으므로 테이블을 서브루틴
으로 구성하고, RETLW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오
버레이한다. 데이터의 인출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가산연산을 이용하여 포인터 처리한다.
테이블 처리 예를 리스트 6에 나타낸다. 이 예는 W
레지스터 0∼7의 수치를 비트의 위치로 대체하는 처리
이다. W레지스터에 값을 갖고 있으므로 테이블을 호출
한다. 또한 RETLW명령을 GOTO로 바꾸면 테이블
점프가 가능하다(리스트 7).

TABLE ADDWF PC, 1 ;PC+W레지스터로서 jump
GOTO TASK 1 ;W=0일 때 TASK 1로 이행
GOTO TASK 2 ;W=1일 때 TASK 2로 이행
GOTO TASK 3 ;W=2일 때 TASK 3으로 이행
GOTO TASK 4 ;W=3일 때 TASK 4로 이행

리스트 6. 테이블 처리

TABLE ADDWF PC, 1 ;PC+W레지스터에서 jump
RETLW B'10000000' ;W=0일 때는 80h를 Get
RETLW B'01000000' ;W=1일 때는 40h를 Get
RETLW B'00100000' ;W=2일 때는 20h를 Get
RETLW B'00010000' ;W=3일 때는 10h를 Get
RETLW B'00001000' ;W=4일 때는 8을 Get
RETLW B'00000100' ;W=5일 때는 4를 Get
RETLW B'00000010' ;W=6일 때는 2를 Get
RETLW B'00000001' ;W=7일 때는 1을 Get

리스트 7. 테이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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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개발

● 개발절차
마이컴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셈블리 언어의 개

발은 기본이다. PIC의 고속성과 로코스트 특성을 최대
한으로 살리는 것도 어셈블리 언어의 장점이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사에서는 Windows환경에서

동작하는 어셈블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이컴
에 대한 접근의 첫 단계는 어셈블러를 구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어셈블러를 입수하기가 매우 힘들었었다. 프
리 소프트가 나돌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들은 혜택받은 것이다.

PIC의 프로그램 작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PIC의 명령은 에디터라고 불리 우는 애플리케
이션으로 입력하여 ASCH코드로 구성된 텍스
트 파일로 처리한다.

(2) 어셈블러는 이 텍스트 파일을 번역하여 기계어
코드로 구성하는 HEX파일로 변환한다.

(3) HEX파일을, PIC라이터를 이용하여 PIC내부
의 프로그램 메모리로 전송한다.

● 개발환경
라이터는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사에서 PRO MATE

Ⅱ라는 신뢰성 높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에는 이 회사의 PICSTAR Plus라는 저가의 라이터가
좋을 것이다.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개발환경은,
MPLAB이라 불리 우는 종합개발환경에 모두 요약되
어 있다. 어셈블러나 라이터, 에뮬레이터를 모두 종합
하여 이 애플리케이션도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다운로
드할 수 있다.

MPLAB은 시뮬레이터를 장비하고 있어서, PIC의
프로그램을 가상적으로 Window상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부분적
인 검증을 거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PIC에
기록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단, I/O포트를 통하여 복잡한 신호와 타이밍을 잡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뮬레이터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에뮬레이터라 불리우는 PIC와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하는 장치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
행할 것이다.

C언어의 개발환경도 준비되어 있다. C언어가 메모
리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확실히 프로
그램의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PIC의 C컴파일
러는 주변회로를 고려한 계수를 갖고 있어서 개발효율
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릴레이 실무

본서는 보호 릴레이 디지털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프트웨어 처리기술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디지털 릴레
이를 아날로그 릴레이와 서로 비교하여 설명, 디지털 릴레이를 사용하는 입
장에서 최대한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 구성 - 제1장 디지털 릴레이 적용의 실제, 제2장 디지털 릴레이의 시스

템 설계, 제3장 디지털 릴레이의 설치 환경, 제4장 디지털 릴레이의 운전,
제5장 디지털 릴레이의 시험 방법, 제6장 디지털 릴레이의 메커니즘, 제7장
디지털 릴레이를 뒷받침하는 해석 검증 기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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