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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란?
● 프로그램 실행 중 새치기해서 처리가 필요함을 알리고 

처리하게 하는 것
●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처리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폴링 

(polling)과 대비  
● 인터럽트를 거는(알리는) 원천(source)은 여러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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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어셈블리�인터럽트�처리�예시
1. 현재 진행 중인 기계어 코드를 완료한다.
2. CPU의 특수레지스터 중, 하이로인터럽트 마스크 비트를 보고 

마스크 되면 인터럽트 무시 한다.
3. 인터럽트 벡터를 읽고
4. ISR 주소값을 얻는다.
5. ISR로 점프 한다. 이때 PC값은 자동 대피 저장된다.
6.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레지스터를 대피한다.
7. 해당 코드를 실행한다.
8. 해당 일을 다 처리하면, 대피시킨 레지스터를 복원한다.
9. ISR의 끝에 IRET 명령어에 의해 인터럽트가 해제 된다.

10. IRET 명령어가 실행되면, 대피시킨 PC 값을 복원하여 이전 실행 
위치로 복원한다. 4



SAM3X8E의�예외�종류와�벡터�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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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3X8E의�HW�인터럽트�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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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ex-M3�프로세서의�N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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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예외 (NMI, Fault, IRQ, FIQ, SWI)를 조율(활성, 우선순위)하여 
Core에 전달

● 활성/비활성(ISER/ICER), 보류(ISPR/ICPR), 우선순위(IPR)등의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NVIC를 설정 



주로�사용하게�될�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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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IO 인터럽트 : 아두이노 API attachInterrupt()
● 타이머 인터럽트 : DueTimer 라이브러리
● 기타 : CMSIS로 직접 핸들링 또는 cortex_handlers.c



SAM3X8E�NVIC�CMSIS

9



아두이노�인터럽트�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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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Interrupt(pin, ISR, mode)정의
매개변수 ● uint32_t pin : 인터럽트를 등록할 핀

● (*callback)(void) ISR : ISR 함수 포인터
● uint32_t mode : 인터럽트 트리거 조건 

설명 ● pin에는 모든 디지털 핀 가능
● mode는 LOW, CHANGE, RISING, 

FALLING, HIGH 가능
● ISR로 쓰일 함수는 주의 깊게



ISR�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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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R과 비ISR간 공유 변수는 volatile로 선언할 것 : 
최적화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변수를 참조할 때 레지스터등 
대신 반드시 메모리에서 다시 로드

● 중첩 인터럽트에 대한 고민 : 우선순위가 높은 IRQ의 반응성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복잡성 증가

● ISR의 실행시간은 반드시 짧게 유지할 것 : delay(), IO 
접근등 금지, millis()등은 현재 ISR때문에 타이머 IRQ가 
막히면서 증가하지 않음 → 단일 바이트 플래그만 변경하는 
등의 패턴

● 코드 어디서든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 : 원자성 (atomic)
에 대한 고민과 인터럽트 설정(sei()) / 해제(cli())



예시:�비상�정지�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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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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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3X8E의�타이머�카운터�(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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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3X8E의�TC�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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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3X8E의�TC�구조와�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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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3X8E의�TC�모드와�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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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Timer�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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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Available() : 사용가능한 타이머 하나를 얻어옴
● attachInterrupt(void (*isr)()) : ISR 등록
● detachInterrupt() : ISR 등록 해제
● start(long microseconds = -1) : 타이머 활성화 (선택적 

인수로 타이머 트리거 주기)
● stop() : 타이머 비활성화
● setFrequency(long frequency) : 타이머 주기 주파수 설정
● long getFrequency() : 타이머 주기 주파수 얻어옴
● setPeriod(long microseconds) : 타이머 주기 시간 설정
● long getPeriod() : 타이머 주기 시간 얻어옴

꼭 알아야하는 메서드 ※ getAvailable() 제외하고는 모두 DueTimer 
클래스 인스턴스의 메서드임



DueTimer�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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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객체의 형식은 DueTimer
● 9개의 TC 채널은 이미 Timer0~Timer8의 전역 인스턴스로 존재
● 나머지 DueTimer의 메서드들은  Timerx.Method();의 형태로 

사용
● Servo 라이브러리등은 이미 타이머를 사용하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추가 사항
DueTimer myTimer = Timer.getAvailable();



DueTimer�라이브러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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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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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언제나�환영이에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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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아두이노 스터디 단톡방 통해 연락주세요!)

● E-mail (다음 슬라이드에 주소 있습니다!)

● 바라미 디스코드 (아무 바라미 회원한테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 Zoom (강의자한테 연락 주세요~)

● 실습날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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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 v7-M Architecture Reference Manual(DDI0403E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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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uino.cc

● Gammon Forum : Electronics : Microprocessors : Interrupts

● icons from fla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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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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