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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과정 소개

두루.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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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과 정

• 과정명 : dooroo.framework 과정

• 교육시간 :  5일 (총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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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dooroo.framework 기반의 임베디드시스템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해하여 실무에서
바로 적용가능하도록 한다.

 dooroo.framework 와 dooroos 운영체제 내부구조 이해

 dooroo.framework 의 인터페이스의 구조와 사용법 이해

 Node, Trigger, Block, Global의 구조 및 제어 방법 이해

 Data-based programming vs Control-based programming 이해

 dooroo.framework 기반의 임베디드 프로그램 구조 이해

 dooroo.framework 를 이용한 임베디드프로그램 기법이해

 dooroo.framework 기반의 런쳐 작성방법의 이해

 dooroo.framework의 Engine Nodes 의 이해

 dooroo.framework의 Libraries 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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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기 자 재

• 교재
 dooroo.framework 교육과정 (본사제작)

 IBM 호환기종

 USB 단자

 운영체제 : M/S windows

 기본 Editor 설치 ( Notepad++ 추천)

 dooroos.realtime visual studio / dooroos.embedded visual studio

 dooroos emulator

 dooroo.framework editor, dooroo-framework node editor

 본사구입 : Cortex-M series B/D, SAMA5D31 B/D (Option : if want a H/W)

• 실습용 PC 

•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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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일 정 : 1 일 차

• 과정 소개

 프로세서, 시스템버스, 메모리장치, 주변장치 이해

 dooroo.framework Concept

 dooroo.framework Architecture

• 임베디드 시스템 구조 이해

• dooroo.framework 이해

 dooroo.framework개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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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일 정 : 2 일 차

• dooroo.framework 이해

 dooroo.framework Instruction Set

 dooroo.framework Global Server

 dooroo.framework Core Nodes

 dooroo.framework Basic Nodes

 dooroo.framework Display Nodes

 dooroo.framework Protocol Nodes

 dooroo.framework Device Nodes

 dooroo.framework Libarary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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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일 정 : 3 일 차

 dooroo.framework Development Tools

 dooroos.framework Global windowframe 이해 및 작성

 dooroo.framework initscreen design

• dooroo.framework System Development.

• compiler (IDE) 익숙해지기

• node description 제작하기

• Server이해하기

• PROJECT 파일에서 이해하고 수정하기 ( in notepad++)

• XML 파일 이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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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일 정 : 4 일 차

 first windowframe of  logo design.

 first windowframe of video startup design.

 some windowframe of display widget use.

• dooroo.framework System Development.

 새로운 노드 제작하기

 노드들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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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일 정 : 5 일 차

• 과정 정리

 Instruction Set 활용하기

 core nodes 활용하기

 windowframe간 통신 활용하기

• dooroo.framework  System Development.

 data center node 구축하기

 Design of y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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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 이 력

 아이보슨시스템즈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 름 :  

• 약 력:

•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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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edded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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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한다.  

• 시스템 버스에 대하여 이해한다.

• 프로세서에 대하여 이해한다.

• 주변장치의 구조 및 특징을 이해한다.

• 메모리 장치에 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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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로세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버스

메모리장치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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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시스템

•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를 내장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어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곳이나 볼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의

제어/통신장치를 통칭한다. 예를들면, 각종 전자기기, 가전제품의 제어장치 등을

말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되어 특정한 목적만을 수행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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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프로세서(컨트롤러), 메모리장치(ROM/RAM), 입출력장치(네트워크장치, 
통신기, 구동기등)

 운영체제(OS), 시스템 S/W(middle-ware), 응용 S/W (application)

H/W S/W

입출력장치

프로세서

메모리

응용 S/W
(dooroo.framework design)

O/S 커널 : 
dooroos.realtime, .embedded

시스템 S/W
(library, dooroo.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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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로세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버스

메모리장치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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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로 세 서

• 프로세서 또는 CPU(Central Processor Unit)는 디지털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다.

• 프로그램을 메모리 장치에서 읽어 ALU처리(연산처리, 비교처리), 
데이터처리(데이터 전송, 편집, 변환), 제어처리(테스트와 분기)등과 각종
입출력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 구성요소로는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와 버스 등이 있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 는 한 개의 조그만 IC칩속에 CPU의
모든 내용을 내장한 칩을 말한다.

• 요즘은 한개의 IC칩속에 CPU뿐만아니라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는
SOC 형태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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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 구성요소

• 레지스터(Registers) : PC(program counter) + SP(stack pointer) + ...

• 산술 논리 연산 장치(ALU: Arithmetic Logic Unit)

• 제어장치 (CU : Control Unit) : 
Instruction Parser (Macro-Assember, Micro-Assembler)

• 버스 ( BUS) : Bus Controller 

Register

CU
BUSALU

Memory

- ROM
- RAM
- Device

PC
Macro-

Assember

Micro-
Assember

BU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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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터 (Registers)

• 프로세서 내부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억장치

• 범용 레지스터

• 제어 레지스터

• 상태 레지스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공간으로 사용
(Load, Save, Operation Instruction)

 프로그램 / 프로세서를 제어 ( branch, jump, control Instruction)

 PC (program counter) :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의 주소

 ALU결과 상태, 프로세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SR: bit flags )

 메모리에서 읽어온 데이터 저장

 ALU에서 생성된 데이터 보관

 메모리의 주소값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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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술/논리 연산장치(ALU)

• 산술 연산 수행

• 논리 연산 수행

• 상태 레지스터에 연산결과 기록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AND, OR, NOT, ... 

 상태를 나타내는 carry bit, overflow bit, 비교bit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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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장치 (CU)

• 메모리에서 읽어온 명령어(Macro Instruction)을 Micro-Instruction으로
해석하고 실행 명령을 내린다.

• 관련레지스터 : PC(program counter) + SP(stack pointer) + …

• 명령어를 읽고 실행하기 위한 내부흐름도

Instruction
Parser

Control
Signal

Generator

CU
Register

BUSALU

Memory

- ROM
- RAM
- Device

PC
BUS

Controller

Instruction

2

1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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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 BUS )

• 버스는 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 블록들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경로이다

• 내부버스 (Internal BUS)

• 외부 버스 (external BUS)

프로세서 내부의 블록(Register, ALU, CU, BUS Cotroller, Memory, Device...)들
사이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신호를 교환하게 한다.

프로세서와 외부의 블록 (MEMORY, Device, ...)들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입출력 버스

데이터 라인 (data line) : 프로세서에서 기억장치나 I/O장치에 Data 를
전송시키는 경로

어드레스 라인 (address line) : 프로세서에서 기억장치나 I/O 장치에
address를 전송시키는 경로

제어 라인 (control line) : 프로세서에서 기억장치나 I/O 장치에 입출력 동작을
지시하는 control 정보를 전송시키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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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라인 ( PIPELINE )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의 장점

명령어를 가져오고 실행하는 단계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주어진 시간동안에 수행될 수 있는 명령어의 수가 증가된다.

컨베이어 공장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patch decode operand operator write back

patch decode operand operator write back

patch decode operand operator writ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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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의 종류

• x86

• SH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안정성 확보

저전력 SoC로 임베디드시스템에 널리 쓰임

• ARM

RISC 명령어 사용

전력소모가 작아서 휴대폰이나 임베디드시스템에 많이 이용

• 68K

네트워크 장비 및 휴대 단말기에서 많이 사용

• MIPS

고속의 처리 능력

고속 네트워크 장비등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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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U, MPU 와 SoC

• SoC ( System On Chip )

여러 개의 반도체 부품이 하나로 집적되는 기술 및 제품

• MCU, MPU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는 SoC의 통칭

MCU(Micro Control Unit)는 저사양, 단순한 구조의 Soc를 통칭

근래의 프로세서는 메모리, I/O장치를 포함한 시스템 기능을 칩 하나에
구성하여 크기를 줄인다.

프로세서(CPU), 메모리, Device, glue Logic 등을 하나의 반도체에 구현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부에 장착하는 단일 칩으로 구성한다.

MPU(Micro Processor Unit)는 고사양, 복잡한 구조의 Soc를 통칭

근래는 SOM(System On Module)로 발전되어, 아주 작은 PCB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집적하고, 소프트웨어까지 장착한 단일 모듈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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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Program)

• 프로세서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로세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명령(Instruction)을 적절히 나열한 문장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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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어 와 어셈블리어

• 기계어 (machine language )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 2진법으로 쓰여져 있다.

• 어셈블리어 ( Assembly languagae )

니모닉(Mnemonic) 명령어를 사용하며, 인간이 쓰는 언어의 문법처럼 일정한

틀을 제공하고, 문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보조적인 유사명령(goto...)들과

보조적 문자(comment...)들을 추가한 언어를 통칭한다. 

이 언어를 해석하여 기계어를 바꾸어 주는 툴인 어셈블러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세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작성자는 2진수로 표현된 숫자의 나열.

• 니모닉 ( Mnemonic )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한 기호(symbol, MOV...)로 표시하는데, 이
기호들을 ‚명령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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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셈블리어의 특징

• 장점
기계어에 비해서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기계어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유지보수가 쉽다.

• 단점

프로세서의 내부구조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프로세서마다 어셈블리어가 달라서 공통의 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럽다.

 대규모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다.

 드라이버나 임베디드 계열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클록과 타이밍을
맞추어야(타임크리티컬) 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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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셈블러 와 어셈블

• 어셈블러 ( Assember )

어셈블리어를 ‘0’과 ‘1’의 2진수로 구성된 기계어로 자동변환하느 PC용
프로그램. (tool)

• 어셈블 ( Assemble )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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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Level Language

•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 가독성이 높고 다루기가 간단하다.

•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가
이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여 준다.

• 대표적으로, C-언어, 자바, 
베이직, ... 등이 있다.

• 추상화의 정도는 얼마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높은 수준인가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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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로세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버스

메모리장치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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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의 종류

• 병렬 버스 (parallel BUS)

• 시리얼 버스 (Serial BUS)

프로세서 메모리

address

data

control signals/clock

프로세서 메모리

address/data

control signals/clock



33

• 병렬 버스

• 여러개의 통신가닥선을 통해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많은 수의 연결 신호선이 필요하여 제한된 공간에 집적시키기에는 한계.

 버스에 연결되는 장치의 수가 늘어나면, 전기적인 부하가 증가되어, 버스상에
연결되는 장치의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어 확정성이 저하됨.

 전력소모, 대역폭, 전송거리 관점에서 직렬버스방식에 비해 불리하다.

• 단점.

 접지를 위한 선이 필수적이다.

 다수의 비트를 한번의 클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장점.

 대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여 통신속도를 향상한다.

 통신선간의 누화/노이즈때문에 멀리까지 통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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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버스

• 한개의 통신가닥선을 통해 1비트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

 적은 수의 연결 신호선이 필요하여 제한된 공간에 집적시키기에도 좋다.

 데이터 와 별도로 동기신호를 보내는 동기식과 데이터비트만을 보내는
비동기식이 있다.

 전력소모, 대역폭, 전송거리 관점에서 우수하다.

• 단점.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느리다.

• 장점.

 대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여 통신속도를 향상한다.

 라인의 구성이 단순하고, 대역폭을 높일수 있으며, 먼거리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

 비동기식 방식을 직렬고속버스를 구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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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로세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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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장치 종류

구 분 속도 가격 용도 특징

Volatile
Memory

SRAM
(Static)

수 ns ~ 수십ms
고속

고가 캐쉬,외부메모리

DRAM 
(Dynamic)

수 ns 저가 외부 메모리

Non-
Volatile 
Memory

EEPROM
(Electrically 
Erasable)

수십 ns 고가 소용량 저장용

Flash

NOR 수십 ns 고가 프로그램/데이터 저장용

NAND 수십 ms 저가 데이터저장용
블록단위 읽기 쓰기.
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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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 (Random Access memory)

•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만 데이터 유지

저용량만 가능하다. ( 4~6 transistor / bit )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 DRAM (Dynamic RAM)

• SRAM (Static RAM)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상태를 유지한다.

고용량이 가능하다. ( 1 transistor + 1 capacitor / bit )

SRAM에 비해서는 접근속도가 느리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도 직속적인 refresh가 되어야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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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he 메모리

• 고속의 CPU에 비해 메모리의 접근속도가 느린 속도의 비대칭
현상으로, 시스템의 성능(데이터 처리속도)가 저하된다.

데이터의 빠른 접근을 위해 자주사용하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매우빠른 메모리(Cache)에 저장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

CPU
(500MHz)

Cache

Memory
(50MHz)

BUS (1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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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he의 읽기 동작

• Cache의 성능

CPU가 데이터나 명령을 읽고자 하는데 Cache내에 원하는 명령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Cache controller는 외부의 메모리장치에서

일정한 크기(line size) 만큼의 명령 / 데이터를 읽어 Cache의

메모리에 저장 한다. (Burst read)

Hit rate : CPU가 읽고자 하는 명령이나 데이터가 Cache내에 존재할

확률(횟수)이 높아야 Cache의 성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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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he의 쓰기 동작

• Write Through

CPU가 특정 주소에 명령/데이터를 write하려는데, 해당하는

명령/데이터가 Cache메모리에 있을 경우, Cache 메모리에만 쓰기

동작을 수행하고, 외부메모리에는 나중에 쓰기 동작을 예약한다.

CPU가 특정 주소에 명령/데이터를 write하려는데, 해당하는

명령/데이터가 Cache메모리에 있을 경우, Cache 메모리와

외부메모리 둘다 동시에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 Writ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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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U (Memory Management Unit)

• Address 변환 (Translation) 기능

메모리를 접근하는 물리적인 주소를 CPU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주소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

• 메모리 보호(Protection) 기능

메모리의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주소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오염시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의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CPU MEMORY

MMU

(Translation Table)

논리적인 주소 물리적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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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로세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버스

메모리장치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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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입출력) 디바이스

• CPU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

CPU
I/O

제어장치
I/O 장치

• Digtal 신호 또는 Anaolog 신호를 포함한다.

• CPU와는 Digtal 신호를 통해서 연결된다.

CPU 인터페이스신호 I/O장치 인터페이스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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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장치의 주소 할당

• 각각의 I/O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소 할당이 필요함.

• 표준I/O-mapped I/O

• Memory Mapped I/O

전용의 I/O 번지를 활당하여 사용

인텔의 x86 CPU 계열이 대표적

메모리번지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사용

대부분의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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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vs I/O (mapped I/O)

구분 Memory mapped I/O I/O mapped I/O

대표 CPU ARM, PowerPC, M68K X86계열

I/O 장치의 영역 메모리의 일부를 I/O장치에 사용
메모리 영역과 별도의 I/O번지 영역으로
나뉨

명령어
메모리와 I/O장치 모두 메모리동작명령어로
접근하며, 각영역의 구분은 주소값에 따른다.

메모리 접근 명령어와 I/O 접근 명령가
구분된다.

하드웨어
주소값을 해석하는 메모리제어장치에 따라 메모리
또는 I/O로 구별된다.

메모리 주소값과 I/O주소값을 구분하는
신호선이 따로 존재한다.

기타
I/O영역의 주소값은 non-cacheable로 설정한다.
I/O영역의 변수값은 volatile type으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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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자원관리

• Polling 방식

• 인터럽트 방식

• DMA방식

프로세스는 일련의 처리를 수행하고, 주변장치에서 입출력 처리 동작이

필요한 경우 프로세서에게 진행 중 이던 명령을 멈추고, 새로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세스는 한번에 한개의 명령만을 수행할수 있다.

DMA(Direct Memory Access)방식은 CPU의 개입없이 I/O장치와 기억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한 프로그램이나 장치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전송제어 방식

I/O 장치의 접속 여부 및 데이터 전송의 요청과 종료를 검사한다.

사용자는 모든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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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인터페이스

• Interrupt controller
입출력 장치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요청을 제어한다.

하드웨어에 따라 인터럽트 응답을 위한 신호도 제공된다.

Interrupt
Controller

Mask 
Register

Pending
Register

CPU I/O 장치들

인터럽트 요청
인터럽트 요청

인터럽트 응답인터럽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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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발생

• Interrupt request (요청)

외부 장치에서 입출력 동작에 대한 처리를 프로세서에 요청

인터럽트의 발생은 하드웨어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프로세서가 스스로 프로그램의 개입없이 일련의 동작을

수행한다.

인터럽트 vector
Interrupt Service Routine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 또는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

인터럽트의 요청에 따라 프로세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발생된

인터럽트의 처리여부를 결정하고 인터럽트를 서비스하는 ISR을

수해한다.

• Interrupt 발생의 예

USART로 데이터 입출력

Ethernet 데이터 수신완료, 전송에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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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발생에 의한 S/W 흐름제어

ISR

m
a
in

 ro
u
tin

e

인터럽트 요청

ISR

인터럽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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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벡터

• Interrupt vector

ISR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의 시작 위치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

Fixed Interrupt
Interrupt가 발생할 때 처리할 주소가 지정되어 변경이 안된다.

• Interrupt Vector 주소 지정방식

지정된 주소에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의 시작 위치가 저장되어 있다.

Vector Interrupt
일반적인 CPU 장치에서 여러개의 주변장치가 시스템버스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사용된다. 

주변장치가 인터럽트를 처리할 주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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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S/W관점)

• 데이터의 전송 문제점.

 Process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디바이스에 Data/Signal을 전송할 수

있다.

 Device는 Processor에 Data/Signal을 전송할 수 없다.

Processor Device

Interrupt

data/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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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S/W관점)

Processor Device

DMA Request

data/signal

• 데이터의 전송 해결책

 Device는 Processor에게 interrupt를 보내, Data/Signal의 전송관련

이벤트가 있음을 알리며, Processor의 Data/Signal의 전송을 유도한다..

DMA Device

 DMA에 Request를 전송하여 Data전송을 유도한다.

Inte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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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oo.framework

시스템개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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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dooroo.framework에 필요한 tool을 이해한다.  

• Control-based programming에 대하여 이해한다.

• 간단한 디자인 파일을 실행하여 본다.

• 모듈 방식의 구조 및 특징을 이해한다. (insertion)

• Data-based programming에 대하여 이해한다.

• 모듈의 재사용/업그레이드에 대하여 이해한다.

•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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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dooroos.realtime visual studio

 tools 구성

dooroos.embedded visual studio

dooroo.framework node editor

dooroo.framework editor

dooroos emulator

간단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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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s

• dooroos.realtime visual studio

 dooroos.realtime의 드라이버, 미들웨어(dll),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미지, 

dooroo.framework node for dooroos.realtime 등을 제작하는 IDE이다.

• dooroos.embedded visual studio

 dooroos.embedded의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및 다운로드 이미지, 

dooroo.framework node for dooroos.embedded 등을 제작하는 IDE이다.

• dooroo.framework node editor

dooroo.framework의 노드 description을 제작하는 IDE이다

• dooroo.framework editor

 dooroo.framework의 ‚응용프로그램 디자인‛을 제작하고, export한 다음, 

최종의 binary image를 제작하는 IDE이다. (제공되는 노드, 명령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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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s.realtime visual studio

 www.dooroos.com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install 하면 dooroos emulator도 동시에 install 된다.

64bit windows 사용자

- yagarto 컴파일러 install 위치가

‚program files(x86)”이므로

‚program files”로 이동시킨다.

Windows 10 사용자

- tool 실행에 실패하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선택해야한다.

 사용 목적

-dooroos.realtime 용 드라이버, 

머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이미지등을

만들 수 있다.

- dooroo.framework용 node를

개발할 수 있다.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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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s.embedded visual studio

www.dooroos.com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install 하면 dooroos emulator도 동시에 install 된다.

64bit windows 사용자

- yagarto 컴파일러 install 위치가

‚program files(x86)”이므로

‚program files”로 이동시킨다.

Windows 10 사용자

- tool 실행에 실패하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선택해야한다.

 사용 목적

-dooroos..embedded 드라이버, 

머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이미지등을

만들 수 있다.

- dooroo.framework용 node를

개발하고, 최종다운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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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s.framework node editor

www.dooroos.com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Windows 10 사용자

- tool 실행에 실패하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선택해야한다.

 사용 목적

-dooroo.framework용 node의

입력, 출력 및 다양한

description을 단순한 BOX형태의

이미지로 디자인할 수 있다.

- 이미지는 해당하는 node를

대표한다.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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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s.framework editor

www.dooroos.com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툴이다

Windows 10 사용자

- tool 실행에 실패하면,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선택해야한다.

- 디자인을 XML로 convert한다.

- XML을 binary로 convert한다.

- 디자인에서 사용한 리소스(그림, 

dll라이브러리,...)을 에뮬레이터에

복사한다.

-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여 디자인을

실행하여 볼 수 있다..

 사용 목적

- node description들을 사용하여

입출력 포트들을 연결하여 원하는

동작성을 구현하는 디자인(Design) 

을 한다.

- 만들어진 디자인의 동작성을

테스트한다.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http://www.dooroos.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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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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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dooroo.framework 의 개념을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를 이용한 디자인을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의 구성요소의 용어를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의 장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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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모듈화

 응용프로그램 기법

생산성

재활용성

데이터중심

라이브러리화

No Function Call

Control-based programming

Data-based programming

시각화

Node (노드) <- DLL

Open Plugin Interface

Open Framework

Port

Window Frame
Page

Developmen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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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ncept

복잡한 프로그래밍일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자동 생성해 준다.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라!

복잡한 C-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GUI 및 제어, 통신 기능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생성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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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design

• 복잡한 라이브러리(dll)은 노드로 대치된다
• function call은 port로 대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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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sign

소프트웨어는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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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yle

Open Platform Development

Design of the Products

Management of the Product

Difference of the Products

Customer Open platform

• Op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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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yle (1)

전문가/복잡/디버깅

비전문가/시각화/논리화/
단순화/직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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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yle (2)

visualization

독립적/분야별특화

협업/시각화/논리화

Ops

Design

Coding

Testers

Define

Define

Design Coding Testers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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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Platform Development (1)

다양한 노드들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의 기본구조

S/W 제작 비용 절감 이미 제공된 노드나, 제작된 노드를 수정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DEBUGGING 노드 내부의 디버깅이 짧고, 노드사이의 연결도에 대한 디버깅은 쉽다.

다양한 기능구현 다양한 노드를 구현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노드
사용자 스스로 노드를 개발하여 할 수 있어서, 

개성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Open Platform 임베디드 제품 개발의 한계나, 제약이 전혀 없다.

H/W 제약 탈피 노드의 교체만으로 H/W의 제약에서 탈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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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Platform Development (2)

Op.

nodesmodbus

nodes

Button

nodes

Input

nodes

Network

nodes

Touch

nodes
Serial

nodes

Engine

nodes

Protocol

nodes
IO

nodes

User

nodes
Widget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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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Platform Development (3)

Page

Change

Port

nodes

polygon

serial

Tcp

client

multimedia
SOUND

arc

point

Figure

Group D

File

Trigger

Progressbar

Text
Trackbar

Image

Frame

Window

Message

Button

pie

rect

Trigger

String

Server

Image

Server

Memory

Server

Engine

nodes

Widget

nodes

Listbox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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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oo-framework

Engine nodes Widget nodes Etc nodes

widget2widget1 userservers

User design file

modbus

nodes

Input

nodes

Touch

nodes

Serial

nodes

String

Server

Image

Server
Memory

Server

Image

Network

nodes
Button

nodes

User

nodes

User

nodesUser

nodes

User

nodesUser

nodes

Open Platform Develop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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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the Products

완벽한 호환성 제작된 노드들은 버전/사용된제품에 관계없이 호환된다.

재사용성
노드들의 연결만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다.

작성된 노드들은 언제든지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다.

시각화
User design file을 dooroo-framework editor에서

visualization할 수 있다.

단순화 난위도가 높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단순화/모듈화 할 수 있다.

모듈화 모든 기능이 노드단위로 모듈화 된다.

직관/비전문가
소프트웨어를 노드의 연결로 제작하므로 비전문가도 제작할 수 있고

직관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제품대응 빠른 제품 출시, 빠른 업그레이드, 빠른 디버깅이 가능하다.

최상의 성능 유지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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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the Product

관리 비용 절감
새로운 S/W 배포 및 기존 프로그램 Upgrade 시 어플리케이션만

교체로 인한 관리인력 및 비용 절감

효율적인 개발 관리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젝트 동시 개발 가능

A/S 비용 절감 모듈사용으로 이상 장소 발견 용이

생산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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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the Products

노드의 차별화로 제품의 차별화 가능

dooroo-framework

Engine nodes Widget nodes Etc nodes

widget2widget1 userservers

User design file

Input

nodes
String

Server

Image

Server
Memory

Server

Image

Network

nodes
Button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User

nodes

User

nodes
Touch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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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oo-framework

Engine nodes Widget nodes Etc nodes

widget2widget1 userservers

Developer design fileCustomer designed file

Customer Open platform

소비자도 user design file를 수정하여 제품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다.

Input

nodes
String

Server

Image

Server
Memory

Server

Image

Network

nodes
Button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User

nodes

User

nodes
Touch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Use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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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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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dooroo.framework의 구조를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 노드(insertion)에 대하여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 동작에 대하여 이해한다.

• Memory server, String server, Image Server, Library Server 에 대하여 이해한다.

• Global window에 대하여 이해한다.

• dooroo.framework window/page에 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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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dooroos.embedded

 Block

dooroos.realtime

Plugin Nodes

Backbone

Loader

Windowframe

Connection

Design/Project file

softlayer

Engine Files

Helpe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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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oos.realtime Operating System

Plugins Nodes

node node

Window

(application)

dooroo.framework                 Design
project files, 
nodes and resources                    generated by PC editor (DFE.exe)

Loader

dooroo-framework backbone

Connection

node

Block of Design Architecture

node

O/S

Node

Engi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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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ode

Node (노드)

24 input ports

24 output ports

• 노드는 dooroo.framework 기능(연산)의 기본단위입니다.

 특정기능의 라이브러리 (.dll)의 기능을 노드로 만듭니다.

 함수호출 (function-call)은 포트의 데이터 전송으로 대치된다.

 H/W관점에서는 특정기능을 하는 칩을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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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ode

Port (포트)

24 input ports

24 output ports

• 노드의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의 데이터저장공간

 입력포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노드의 계산을 진행한다.

 출력포트의 데이터저장공간에 계산의 결과치를 저장한다.

struct _PORTDATA_

{

DATA_TYPE   Type; // [IN]

UNION_DATA  Data;// [IN]

UINT32      Result;// [OUT]

}

 H/W관점에서는 칩의 입/출력핀을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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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노드) node description

Z-order번호

output port 

input port Node Type

Node Name 

- 노드의 종류와 관련 dll을 연결한다.

• Node Type :

- 노드의 이름으로 현재 windowframe과 Global 

안에 같은이름이 있으면 안된다.

• Node Name :

- Windowframe안에서 노드들의 순서이며, 

윈도우로 변환될 때, 화면에 나타나는 widget의

순서이다. 즉, 번호가 작을 수록 뒤에 표시되고

번호가 클수록 앞쪽에 표시된다. 

- 이 번호가 작을수록 node의 처리순서가 먼저

수행된다.

• Z-order :

-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포트

• Input port :

- 데이터를 내보내는 출력포트

• output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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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connections

Node1

Node20 Node21

Node30 Node31 Node32

Connection : connect the ouptput ports to the input ports

Process : process the packet data like the connection

Trigger : trigger the connection operation

Trig
g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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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flow (데이터흐름)

• 데이터는 노드의 출력포트에서 입력포트로만 흐른다.

 입력포트에서 출력포트로 데이터는 절대 흐르지 않는다.

 데이터의 흐름은 단방향성을 갖는다.
struct _PORTDATA_

{

DATA_TYPE   Type; // [IN]

UNION_DATA  Data;// [IN]

UINT32      Result;// [OUT]

}• M-M 연결 : 처리방법

 여러 개의 출력 포트와 여러 개의 입력포트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된

데이터는 모든 입력포트에 전달이 된다. (다른 출력포트로 전달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출력포트에서는 동시에 출력하는 경우는 없고, 순차적으로 출력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모든 입력포트는 자신이 수행될 순서(Turn)이 되면, 출력된 포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데이터의 출력)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출력포트에서 데이터를 출력시키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입력포트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어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기 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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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flow (데이터흐름)

Button click

1

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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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related functions 
1. Create(): create the node and assign the node functions.

2. Delete(): delete the node.

3. Get() : get the output port data and the node specific data.

4. Set() : set the input port data and the node specific data.

5. Enum() : not used yet

6. Proc() : process the packet data flow.

7. Draw() : draw the widget on the screen.

• DLL relate functions
1. DllMain(): dll main function.

2. Initialize/Finish : dll initialization and deinitialization function.

• Node related data 
1. NODEDEF : define the node.

2. User node data structure: user data used in the node.

Nod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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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xml

Xml files

Project

Layer 
Config name

Project.xml

Block of XML file architecture

XML header

windowframe
Global.xml

Layer 

project.xml

Nodes (DLL)

page

Object (node)

Connection

Property

Trigger

Process

MEMORYSERVER

IMAGESERVER

STRINGSERVER

Global-Objects

LIBRARYSERVER



90

Execute STEP

dooroo.framework

dooroo.framework converter

1. Convert the xml file to binary file

2. The output file name is ‚df_image.bin‛

1. Load the file ‚df_image.bin‛

2. Load the .dll files in the configuration xml file

3. Parse the all the windowframe from the project xml 

4. go to the default page of the windowframes to b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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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frame

• 다수의 page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응되는 하나의 윈도우를 생성한다.

 최대 32개의 page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Global (windowframe)을 제외하고, 처음 구동이 되면 하나의 윈도우를 생성한다.

 일반 windowframe은 생성되면 파괴되지 않는다.

• POPUP windowframe.

 POPUP windowframe은 생성과 파괴를 반복한다.

 생성될 때, window buffer를 생성한 후, 파괴될 때, 같이 해제한다.

 파괴될 때는 exitcode를 통하여, 자신을 띄운 window에 결과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생성되면, 모든 입력을 capture하여 입력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고, 

파괴되면, 이전 capture window에 되돌려 준다.

 생성될 때, 자산의 windowframe에 필요한 memory/window buffer를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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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frame

• page list

• windowfram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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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windowframe)

• 고정된 windowframe이며, 내부적으로 사용이 된다.

 MEMORY_SERVER, IMAGE_SERVER, STRING_SERVER, LIBRARY_SERVER 노드를 가진다.

 다른 windowframe들과 ‚GLOBAL‛노드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Global‛page를 1개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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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 windowframe을 이루고 있는 기본단위이다.

 page는 노드, 노드의 연결, 및 다양한 object(comment, line, …)들을 가질 수 있다.

 page가 생성될 때는 windowbuffer를 생성하기 않고, windowframe의 buffer를 사용한다.

 Page를 많이 생성하더라도, windowbuffer 메모리를 소비하지는 않는다.

• 여러 개의 page.

 하나의 windowframe에 여러 개의 page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page만 windowframe을 점유할 수 있다.

 Page가 전환되면, 이전 점유하고 있던 page의 모든 노드/연결등 은 사라지며, 새로

전환된 page의 노드/연결로 대치된다.

 사라진 노드/연결은 모두 파괴되지는 않고, 다음에 사용될 때를 기다리며

disable되는 것도 있다.

 하나의 windowframe안에 있는 page들은 동시에 구동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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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layer

• windowframe은 softlayer에 배치된다.

 화면을 구성하는데 총 5개의 softlayer를 지원한다

 Windowframe은 자신이 표시될 layer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softlayer는 각 layer에 등록된 windowframe을 관리하고, Display장치에 모든

레이어를 표시한다.

• layer를 software로 구현하다.

 Hardware layer는 MEMORY(ram)의 통신대역폭을 사용하여 시스템전체가 느려진다.

 Hardware layer가 많다면, display의 timing을 맞추기 어려워 다른 DMA의 성능의

저하나 Display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Display framebuffer를 위한 독립된 메모리사용(PC처럼)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Softlayer는 비용절감과 하드웨어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layer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화면업데이트가 심하면, CPU의 소모가 심하게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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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layer

 softlayer의 순서는 layer0 에서 layer4까지 이다.

Layer 0

Layer 1
Layer 2

Layer 3

Layer 4

 layer0에 있는 windowframe의 투명도는 의미가 없다.

 layer1~4에 있는 windowframe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아래에 위치한 layer의 영상을 투명하게 볼 수도 있다.

 Layer별로 display framebuffer를 가지고 있어서
layer별로 등록된 windowframe의 변경에 모든
layer가 변경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layer만
변경된다.

 Pointing Device(Mouse,Touch)의
입력은 맨 위 layer부터 밑으로
전달이 되어, 위쪽 layer에
windowframe에게 먼저 전달된다.

 단, NOINPUT option이 있으면, 
밑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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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files

• doorooframe.exe

 실행파일.

• doorooframe.dll

 dooroo.framework 라이브러리.

• softlayer.dll

 softlayer를 구현한 라이브러리.

• doorooframe_figure.dll

 Figure를 그리는 라이브러리.

• doorooframe_image.dll

 Image를 그리는 라이브러리.

• doorooframe_File.dll

 file 접근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 doorooframe_primitive_text.dll

 글자를 표시하는 것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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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files

• 이파일들은 모두 LIBRARY_SERVER 맨 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LIBRARY_SERVER에 없으면, 실행에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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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Instruction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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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connect의 동작방식을 이해한다.  

• trigger 에 대하여 이해한다.

• packet 의 동작방식을 이해한다.

• global에 대하여 이해한다.

• block에 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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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process

 connect

 BLOCK

 TRIGGER

 GLOBAL

 TIMER

 INPUTMESSAGE

 WINDOWMESSAGE

 connect <-> process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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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 노드 출력포트의 데이터를 (자신/다른) 노드 입력포트에 전달한다.

 출력포트(   )에서 입력포트(   )로 선을 연결하면 된다.

 이 connect선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단, 32비트를 넘을 수 없다.

 struct 는 pointer값이 출력된다. struct _PORTDATA_

{

DATA_TYPE   Type; // [IN]

UNION_DATA  Data;// [IN]

UINT32      Result;//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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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 데이터만을 포트를 통하여 전달한다.

 프로그램이 제어권(control)을 전달되지 않는다.

 즉, 함수호출 (function call)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

struct _PORTDATA_

{

DATA_TYPE   Type; // [IN]

UNION_DATA  Data;// [IN]

UINT32      Result;// [OUT]

}• 병렬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

 여러 개의 포트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 해당포트와 connect된

입력포트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처리는 출력포트의 번호순서가 아닌, 

입력포트의 번호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입력노드의 번호가 낮을수록 빨리, 포트번호가 낮을 수록 먼저 처리된다.

 모든 노드의 입력이 순차적으로 처리된 다음, 출력노드에서

출력데이터가 다음 노드로 동시에 전달된다.

 모든 데이터가 병렬로 처리되어, 특정 하나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실시간 처리 성능이 떨어진다)



104

• connect 데이터 종류

• TYPE_DIGITAL

• TYPE_BYTE

• TYPE_WORD

• TYPE_INT

• TYPE_STRING

• TYPE_POINT

• TYPE_RECT

• TYPE_ALIGN

• TYPE_IMAGE

• TYPE_TEXT

• TYPE_PARAM

• TYPE_PORT

• TYPE_TRIGGER

• TYPE_CONNECT

• TYPE_VOID

• TYPE_MEMORY

• TYPE_MEMORY_PORT

: digital off/on

: 8bit data

: 6bit data

: 32bit integer

: null terminated char[]

• TYPE_FLOAT

• TYPE_BINARY

• TYPE_PACKET

• TYPE_BOOL

: float

: binary data (format1: size)

: flow PACKET 

: boolean FALSE/TRUE

: point pointer

: rectangle pointer

: align

: struct : image="" rect="" align="" attribute="‚

: struct : text=""  rect="" align="" attribute="‚

: struct : name="" type="" value="‚

: struct : port="" type="" value="" object="" window="‚

: struct : port="" object="" page="" window="‚

: struct : port_src, port_dst, object_dst

: void type

: struct : port="" type="" address="" value="" device="" 

: struct : port="" typ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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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 노드의 출력포트의 패킷데이터를 노드의 입력포트에 전달한다.

 출력포트(   )에서 입력포트(   )로 선을 연결하면 된다. 화살표가 2개이다.

 이 connect선을 통하여 대량의 패킷데이터가 전송된다.

typedef struct _PACKET_

{

DF_BUFFER   Buffer; // for PACKET_DATA

VOID*       Data[MAXPLANES];    // data pointer

VOID*       LastData[MAXPLANES];// optional 

UINT32      Length[MAXPLANES];  // length of data (in bytes, per planes)

} PACKET;

 최대 4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시간 동기성 우수)

#define MAXPLAN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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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 패킷데이터만을 포트를 통하여 전달한다.

 프로그램이 제어권(control)을 전달되지 않는다.

 즉, 함수호출 (function call)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struct _PORTDATA_

{

DATA_TYPE   Type; // [IN]

UNION_DATA  Data;// [IN]

UINT32      Result;// [OUT]

}• 직렬(실시간)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

 패킷데이터의 처리는 출력되는 등시에 입력포트로 들어가서 곧바로 처리되기

시작한다. 즉, 다른 포트의 상태를 무시한다.

 출력노드의 번호가 낮을수록 빨리, 포트번호가 낮을 수록 먼저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패킷데이터의 출력은 연속되어 연결된 모든 노드를 통과하여

끝날 때까지,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패킷데이터가 직렬로 처리되어, 해당 패킷데이터는 바로

처리(실시간 성능 좋음)되지만, 다른 데이터의 처리는 뒤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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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 데이터의 흐름을 강제로 시작하게 만든다. (제어의 흐름 없음)

 노드 간의 관계는 데이터의 흐름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시작을 명령해주는 기능을 한다.

 일종의 데이터흐름시작 제어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데이터를 강제로 흐르게 만든다.

 ‚Port1‛ 에 ‘0’이 아닌 값이 입력되면, ‚port2‛에 연결된 출력포트에서

‚port3‛에 열결된 입력포트로 강제로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Trigger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시작(kick)시킬 수 있다.

port1 데이터의 흐름은 연결이 되어 있은 모든

노드를 통과해야 끝난다.

port2 port3



108

• TRIGGER

• 윈도우가 시작할 때 초기화 예제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나는(show) 명령.

 WINDOWMESSAGE의 port2에서 명령어가 나온다.

 TRIGGER가 memory.port 의 port0의 출력

데이터를 printer.object.time의 port9의 입력으로

전송한다.



109

• BLOCK

• 데이터의 흐름을 정방향으로만 흐르고, 역방향은 막는다.

 노드간의 데이터 전달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데이터의 흐름을 막는다

 ‚port1‛에 연결된 출력포트에서 ‚port2‛에 연결된 입력포트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데이터의 흐름은 연결이 되어 있은 모든 노드를 통과해야 끝난다.

port1 port2

 ‚port2‛에 연결된 출력포트에서 ‚port1‛에 연결된 입력포트로 데이터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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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 Textbox에 focus할때 softkeyboard 띄우기 예제

 Textbox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draw.text.width의 port7에서 데이터 출력.

 출력데이터는 key.focus_width port0과 window.show.skb_numeric port0로 데이터 입력.

 Key.focus_height 입력 port0 로는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는다.

Focus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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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 WINDOWFRAME들은 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지만, Global (windowframe) 
과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공유하고 싶은 노드들을 Global (windowframe)에

배치하고, 여러 windowframe들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Global (windowframe)을 통하여 다른 windowframe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Device Nodes를 Global (windowframe)에 배치하고, 

windowframe에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다.

port1 port2

 단순한 데이터교환은 connect로 연결하고, 패킷데이터도 process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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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R

• TIMER는 일정시간 마다 이벤트데이터를 출력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일정 주기마다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을 동작시킨다.

 시간이 필요한 노드들에게 시간을 알려준다.

 시간이 필요한 노드들에게 시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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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MESSAGE

• Console을 통한 사용자의 입력을 시스템에 전달한다.

 키의 press, release 상태 및 전송되는 character를

전송한다..

 키보드의 입력을 windowframe에 전달한다.

 Softkeyboard에서 전달되는 입력은 이곳을

통하지 않는다..

 Tip down, Tip up등의 정보도 전달이 된다.

 Pointing device (touch pannel…)등에 서

입력되는 (x,y)좌표을 전달한다.

 Pointing device의 calibration을 위한 좌표

데이터도 전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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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MESSAGE

• Windowframe이 window생성하는데, 윈도우와 연관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destroy : 윈도우가 파괴될 때 (WM_DESTROY)

 create : 윈도우가 생성될 때 (WM_CREATE)

 show : 윈도우가 보이게 나타날 때 (WM_SHOW)

 deactivate : 윈도우가 비활성화될 때 (WM_DEACTIVATE)

 activate : 윈도우가 활성화될 때 (WM_ACTIVATE)

 setfocus : 윈도우가 FOCUS를 받을때 (WM_FOCUS)

 killfocus : 윈도우가 FOCUS를 잃을때 (WM_FOCUS)

 exitcode : not used now

 !show : 윈도우가 사라질 때 (WM_SHOW)



115

• process -> connect 교환

• Packet이 process로 전달된 뒤, 이것을 connect로 전달하는 방법.

Packet

process

Node

connect

connect

INT Proc(VOID* This, INT No, UINT32 wParam, UINT32 lParam)

dooroo_ExtCommand( p, WM_NODE_BASE + 1, 0, (LPARAM)Value);

INT Set(DISPLAY_PROTOCOLSAMP* p, INT No, const VOID* Data, INT Size)
/* event */
case NO_EVENT:
{

EVENTFORMAT *pEventFormat;
pEventFormat = (EVENTFORMAT *)Data;

Result = Event(p, pEventFormat );
break;

}

static INT Event( DISPLAY_PROTOCOLSAMP* p, EVENTFORMAT 
*pEventFormat )
case WM_NODE_BASE+1:
{

p->PortData[wParam].Data.Float = pEventFormat->Format2.Float;

pEventFormat->Result = (1<<wParam);
Result = ERR_NON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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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 process 교환

• Packet이 process로 전달된 뒤, 이것을 connect로 전달하는 방법.

Packet

process
Node                                

connect

connect

// thread

INT th_xxx( VOID *p)
dooroo_CallProcess( p, NO_PORT0, pPacket );

INT Set(DISPLAY_xxxx* p, INT No, const VOID* Data, INT Size)

case NO_PORT1:
{

// signal to the thread
//MsgQSend( hMsgQ, &p->SoundCmd, sizeof(SOUND_CMD) )

break;
}

 process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thread를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Thread를 생성하여 process가 끝날 때까지 노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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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Globa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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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필수적인 엔진노드를 이해한다.  

• 노드제작 지원 함수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 노드의 구성 함수들을 이해한다.

• dooroo framework node editor를 사용한다.

• 노드의 ID, Naming에 대하여 이해한다.

• 노드의 name 과 노드프로그램(.dll)의 연결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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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_SERVER

• MEMORY_SERVER는 메모리공간을 확보하여 node들이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게 한다.

 Global windowframe에서 선언되어, 모든 windowframe의 노드들에서 접근 가능하다.

 MEMORY_SERVER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MEMORYCACHE, MEMORYPORT, 

MEMORYSYNC등의 노드를 이용한다.

 메모리는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메모리의 타입(type)과 초기값을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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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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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_SERVER

• IMAGE_SERVER는 이미지를 등록하고, 이름인덱스를 붙여 사용하여 내부의
node들이 이름인텍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불러 사용할 수 있다.

 Global windowframe에서 선언되어, 모든 windowframe의 노드들에서 접근 가능하다.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름인텍스를 사용하여 노드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등록된 이미지는 초기에 로딩되지 않고, 처음 사용될

때 로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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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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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_SERVER

• STRING_SERVER는 노드들에서 사용하는 string을 저장하는 노드이다.

 Global windowframe에서 선언되어, 모든 windowframe의 노드들에서 접근 가능하다.

 언어를 16개까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단순한 string을 저장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는 이름인텍스를 사용하여 노드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format string을 저장할 수 있다.

 string은 UTF-8 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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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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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Y_SERVER

• LIBRARY_SERVER는 dooroo.framework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dll)을 등록한다.

 Global windowframe에서 선언되며, 등록된 라이브러리는 등록된 순서대로 로딩된다.

 노드를 나타내는 dll들은 모두 자동으로 로딩되며, 그 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한다.

 등록된 라이브러리는 최종이미지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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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AY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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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MEMORY SERVER

 Global Server Concept

IMAGE SERVER

STRING SERVER

LIBRARY SERVER

IO Nodes

Access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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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Core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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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표

• 필수적인 엔진노드를 이해한다.  

• 노드제작 지원 함수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 노드의 구성 함수들을 이해한다.

• dooroo framework node editor를 사용한다.

• 노드의 ID, Naming에 대하여 이해한다.

• 노드의 name 과 노드프로그램(.dll)의 연결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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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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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MESSAG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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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CACHE

MEMORYPORT

MEMORY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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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SHOW

WINDOW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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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KEY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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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PORT

• 노드들이 MEMORY_SERVER를 접근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Node이다.

 MEMORYPORT에 MEMORY_SERVER에 있는 이름인덱스와 포트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된 메모리는 connect를 통행 windowframe안의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TRIGGER사용을 추천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MEMORY_SERVER에 곧바로

반영되어 데이터가 변경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출력포트로 출력된다.

 다른 windowframe에서 MEMORY_SERVER의 데이터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값이 곧바로 출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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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SYNC

• 노드들이 MEMORY_SERVER를 접근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Node이다.

 MEMORYSYNC에 MEMORY_SERVER에 있는 이름인덱스와 포트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된 메모리는 connect를 통행 windowframe안의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TRIGGER사용을 추천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MEMORY_SERVER에 곧바로

반영되어 데이터가 변경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출력포트로 출력된다.

 다른 windowframe에서 MEMORY_SERVER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변경된

값이 곧바로 출력된다.

 한곳의 windowframe에서 MEMORY_SERVER안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모든 windowframe에 있는 MEMORYSYNC를 통해 변경된 데이터는

곧바로 출력이 되어, 데이터의 흐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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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CACHE

• 노드들이 MEMORY_SERVER를 접근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Node이다.

 MEMORYSYNC에 MEMORY_SERVER에 있는 이름인덱스와 포트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된 메모리는 connect를 통행 windowframe안의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TRIGGER사용을 추천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MEMORY_SERVER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출력포트로 출력된다.

 다른 windowframe에서 MEMORY_SERVER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변경된

값이 출력되지 않는다.

 port23에 데이터(TRUE)가 입력되면, 지금까지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MEMORY_SERVER에 전송되어 업데이트가 된다.

 port22에 데이터(TRUE)가 입력되면, 지금까지 입력되거나

MEMORY_SERVER에서 가져온 값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134

• MEMORY

• windowframe에서 지역(local)데이터의 MEMORY 노드를 사용한다.

 MEMORY 노드에 포트번호, 메모리타입과 초기값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된 메모리는 connect를 통행 windowframe안의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TRIGGER사용을 추천한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다.

 데이터가 입력포트를 통하여 변경이 되면, 출력포트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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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MESSAGE

• Windowframe이 window생성하는데, 윈도우와 연관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destroy : 윈도우가 파괴될 때 (WM_DESTROY)

 create : 윈도우가 생성될 때 (WM_CREATE)

 show : 윈도우가 보이게 나타날 때 (WM_SHOW)

 deactivate : 윈도우가 비활성화될 때 (WM_DEACTIVATE)

 activate : 윈도우가 활성화될 때 (WM_ACTIVATE)

 setfocus : 윈도우가 FOCUS를 받을때 (WM_FOCUS)

 killfocus : 윈도우가 FOCUS를 잃을때 (WM_FOCUS)

 exitcode : not used now

 !show : 윈도우가 사라질 때 (WM_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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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MESSAGE

• Console을 통한 사용자의 입력을 시스템에 전달한다.

 키의 press, release 상태 및 전송되는 character를

전송한다..

 키보드의 입력을 windowframe에 전달한다.

 Softkeyboard에서 전달되는 입력은 이곳을

통하지 않는다..

 Tip down, Tip up등의 정보도 전달이 된다.

 Pointing device (touch pannel…)등에 서

입력되는 (x,y)좌표을 전달한다.

 Pointing device의 calibration을 위한 좌표

데이터도 전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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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FOCUS

• 키보드입력을 받으려면, focus를 가져야한다.

 모든 키보드 입력은 focus받는 곳으로 전달이 된다.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node로 focus를 보내게 된다.

 외부 console입력이나 softkeyboard입력 모두 focus를 가진 노드에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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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FOCUS

• 키보드입력을 받으려면, focus를 가져야한다.

 모든 키보드 입력은 focus받는 곳으로 전달이 된다.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node로 focus를 보내게 된다.

 외부 console입력이나 softkeyboard입력 모두 focus를 가진 노드에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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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HOW

• Windowframe으로 생성된 윈도우를 보이거나 숨기는 노드.

 POPUP윈도우에는 port2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hide를 하면, POPUP을 호출한

windowframe에 있는 WINDOWSHOW node의 port2출력에서 데이터로

출력된다.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windowframe을 보이거나 숨긴다.

현재 show 상태

입력된 명령

출력데이터

등록된 page이름

등록된 window이름

Show 명령

전송데이터



140

•PAGECHANGE

• windowframe에 여러 개의 page가 등록되었을 때, page를 변경하여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는 노드.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page가 표시된고, 현재 page는

파괴된다..

등록된 page이름trigger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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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SHOW

• windowframe에 등록된 노드들 중에 윈도우를 생성할 때, display widget에
해당하는 widget을 보이거나/숨기게 하는 노드.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node에 해당하는 widget이

표시된다..

등록된 node이름

show 명령
Show 명령

Show 상태

hide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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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ENABLE

• windowframe에 등록된 노드들 중에 윈도우를 생성할 때, display widget에
해당하는 widget을 enable/disable하는 노드.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node에 해당하는 widget이

enable/disalbe 된다..

등록된 node이름

enable 명령
enable 명령

enable 상태

hide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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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MOVE

• windowframe에 등록된 노드들 중에 윈도우를 생성할 때, display widget에
해당하는 widget의 위치를 옮기는 노드.

 port0에 데이터(TRUE)가 되면, 등록되어있는 위치 중 현재 위치의 다음 번 위치에

widget을 표시된다..

등록된 node이름

인텍스 현재 좌표

현재 인텍스

좌표 등록

 최대 32개의 위치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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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Basic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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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SCHMITTRIGGER

MUX DIG2COLOR

FIFO

ADD

AND

DIV

COUNTER

COMPARE

DEMUX DIG2DIG

DIG2INT

INT2DIG

 ALU Nodes  LOGIC Nodes  Convert Nodes

INT2STRING

INVERTER

LATCH

METRIC_CONV

MODULAR

MULTIPLY

NAND

NOR

NOT

OR

SHIFT

STACK

STRING2INT

SUB

TOGGLE

VELOCITY

X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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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Display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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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RADIOBUTTON

ARC LAMP

POLYLINE

BACKGROUND

EDITBOX

COMBOBOX_FILE

PIE

POINT

IMAGE

SEVENSEGMEMT

SIGNALWAVE

SPINNER

 Widget Nodes  Figure Nodes  Complex Nodes

TOUCHDRAW

SEEKBAR

ELLIPSE

COMBOBOX

COLORBUTTON

IMAGEBUTTON

LISTBOX

NORMALBUTTON

IMAGEPROGRESSBAR

PROGRESSBAR

POLYGON

CHECKBUTTON LINE

MINMAXBAR

RECT

SIMPLEBUTTON

TRACKBAR

SOFTKEYBOARD

SPINWHEEL

TEXT

TEXTBOX

TOGGLE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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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Protocol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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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PROTOCOL_EMUL

DHCP

 Network Nodes  Protocol Nodes

PROTOCOL_SERIALTEST

DHCPD

PROTOCOL_MOD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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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Device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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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COMMPWM LCOMMUSBMOUSE

PORTSERIAL

REALTIME

TOUCH

 PORT Nodes  COMM Nodes  USB Nodes

NETWORKPORTTCPSVR

SOUND

PORTTCPCLI

COMMDISPLAY COMMUSB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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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Library Nodes



157

• 목 차

WEBSERVER

FILEMANAGER

SCRIPT

 WRAP Nodes  Server Nodes

MEDIAPLAYER

VNCSERVER

 Libraries

mediaplayer

lua

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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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Ap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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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구축하기

•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종합)관리하는 노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흘려 보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프로그램밍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들만 필요한

노드들에게 전달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노드들의 중심에 있으며,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데이터를 분해/분석/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데이터센터는 1개 Node일 수도 있고, 여러 Node일

수 도 있다.



160

Node 통합하기

• Design file 에서 복잡한 노드들의 집합을 단순한 하나의 노드로 통합한다.

 복잡한 노드는 반복될 가능성인 높아서, 디자인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수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합하려는 노드들의 집합은 제작하는 회사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Tip down, Tip up등의 정보도 전달이 된다.

 Pointing device (touch pannel…)등에 서

입력되는 (x,y)좌표을 전달한다.

 Pointing device의 calibration을 위한 좌표

데이터도 전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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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oo.framework

New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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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작성법

• 노드를 작성하여 기능을 추가한다.

 노드를 추가하여 새로운 기능을 dooroo.framework에 추가한다.

 doorooNode_xxx.dll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생성된다. (in realtime)

 파일을 직접 링크하여 컴파일하고,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in 

embedded)

 특정 기능을 node 작성법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이다.

Functions/
DLL/
(기능들)

function1

function2

functionn

functionm

Nod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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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PUBLIC INT32 doorooNode_xxx_Initialize( VOID )
{

NodeRegisterClass(&node_xxx);
StringAdd(1, DISPLAY_xxx_ID, NODE_NAME, “[노드이름]");
return 0;

}

• Node : Initialize()

• INT32 doorooNode_xxx_Initialize( VOID ) : 로딩될 때, 한번만 수행된다.

1. 노드를 등록시킨다.

2. 노드 ID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과 연결한다.

노드 사용자는 노드이름으로 모든접근을 할 수 있다.

 노드정의 구조체 :  이 구조체가 모든 정보의 시작점이다. (연결된다)

 노드를 정의한다.

 데이터 구조체의 크기

 노드 ID

 Create (필수 인터페이스)

 Delete (필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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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Initialize()

• Node ID

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define DISPLAY_xxx_ID FOURCC(0x05,‘x',‘x',‘x')

 노드의 ID는 32비트(4바이트)로 표현되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4자리의 FOURCC로 정의 할 수 있다.

 노드 ID는 절대 겹쳐서는 안된다. (주의)

 예 : FOURCC(‘X’,‘N’,‘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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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Initialize

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typedef struct _DISPLAY_xxx_
{

DISPLAY     Display;

…
/* port */
PORTDATA    PortData[NO_PORT_MAX];

}DISPLAY_xxx;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출력포트의 데이터를 답아 놓는 공간.

 노드가 생성될 때마다, 

노드에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

 노드는 여러 개의 instance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구조제는 복제되어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을 피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이

구조체에 선언해야 한다..

• Node 에서 필요한 변수를 답아 놓는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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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PUBLIC INT32 doorooNode_xxx_Finish( VOID )
{

NodeUnRegisterClass(DISPLAY_xxx_ID );
return 0;

}

• Node : Finish()

• INT32 doorooNode_xxx_Finish( VOID ) : UNLOAD할 때 수행한다.

1. 노드등록을 취소한다.

 노드 정의 구조체 :  이 구조체가 모든 정보의 시작점이다. (연결된다)

 노드를 정의한다.

 데이터 구조체의 크기

 노드 ID

 Create (필수 인터페이스)

 Delete (필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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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Create()

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Create() 함수의 인자는 등록된 구조체를 dooroo.framework가 새롭게

할당받아 함수의 인자로 넘겨준다.

 즉,  할당된 구조체가 새롭게 생성된 노드 Instance를 대표한다.

 사용자는 새롭게 할당된 구조체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한 후

사용한다.

• Create() : 새로운 노드 Instance가 생성될 때 매번 불리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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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Create()

static INT Create(DISPLAY_xxx* p)
{

p->Display.Get = (NODEGET_PFUNC)Get;
p->Display.Set = (NODESET_PFUNC)Set;
p->Display.Enum = (NODEENUM_PFUNC)Enum;
p->Display.Proc = (NODEPROC_PFUNC)Proc;
p->Display.Draw = (NODEDRAW_PFUNC)Draw;
p->Display.WidgetType = WIDGET_TYPE_NONE;  

// no graphic...

…   

return ERR_NONE;
}

 출력포트 인터페이스 함수

 입력포트 인터페이스 함수

 패킷입력포트 인터페이스 함수

 그래픽 인터페이스 함수

 노드 타입

기타 사용자가 필요한 초기화

출력 포트 초기화

 전달된 인자는 노드에서 정의한

구조체이다.

 입출력포트 인터페이스 함수와

그래픽 인터페이스함수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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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Create()

• Node Widget Type

WIDGET_TYPE_NONE
WIDGET_TYPE_STATIC
WIDGET_TYPE_BACKGROUND
WIDGET_TYPE_PUSHBUTTON
WIDGET_TYPE_RADIOBUTTON
WIDGET_TYPE_CHECKBUTTON
WIDGET_TYPE_LISTBOX
WIDGET_TYPE_EDITBOX
WIDGET_TYPE_PROGRESSBAR
WIDGET_TYPE_TRACKBAR
WIDGET_TYPE_SPINBOX
WIDGET_TYPE_COMBOBOX
WIDGET_TYPE_SEEKBAR
WIDGET_TYPE_TEXTBOX
WIDGET_TYPE_SPINWHEEL
WIDGET_TYPE_CUSTWI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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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Delete()

static const NODEDEF node_xxx =
{

sizeof(DISPLAY_xxx),
DISPLAY_xxx_ID,
NODE_CLASS,
PRI_MINIMUM,
(NODECREATE_PFUNC)Create,
(NODEDELETE_PFUNC)Delete

};

 Delete() 함수의 인자는 dooroo.framework가 이 노드를 위해 생성한 구조체를

인자로 넘겨준다.

 Create()함수에서 초기화한 자원(Resource)중에 회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함수에서 회수합니다.

• Delete() : 노드 Instance가 파괴될 때마다 불리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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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 입력포트 대응 함수.

 Connect 연결에 의한 입력포트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입력포트의 값들에 대응하는 내부함수를 호출하여 입력값을 processing한 후

출력포트에 결과값 등을 저장한 후, 출력신호를 내보낸다.

 시스템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을 받아들인다.

 노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초기값 정보들을 받아들인다.

 노드의 생성과 파괴의 단계별 상황 정보들을 받아들인다.

 노드에 발생하는 event를 받아 들인다. ( mouse/widget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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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dooroo.framework

connect

Node                                
connect

connect

INT Set(DISPLAY_xxxx* p, INT No, const VOID* Data, INT Size)

USER INPUT (Mouse.Key…)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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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SETDATAFORMAT

• 외부에서 노드의 변수를 초기화한다.

 회신된 enum값에 해당하는 값을 초기화한다.

 MatchDataFormat()함수를 불러서 입력된 데이터의 문자열(string)과

데이터타입의 일치를 검사한후 정해진 enum값을 회신한다.

Enum
{

HINT_VALUE0,
HINT_VALUE4,

};

STATIC DATATABLE DataTable[] = {
{"value0",            TYPE_INT,    0, HINT_VALUE0 },
{"value4",            TYPE_INT,    0, HINT_VALUE4 },
DATATABLE_END

};

 Get()함수의 NO_GETDATAFORMA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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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SETDATAFORMAT

STATIC DATATABLE DataTable[] = {
{"value0",            TYPE_INT,    0, HINT_VALUE0 },
{"value4",            TYPE_INT,    0, HINT_VALUE4 },
DATATABLE_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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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WIDGET

• NO_WIDGET은 widget구조체의 포인터와 같이 들어온다.

 WIDGET_TYPE_NONE 을 가진 위젯은 전달되지 않는다.

 위젯이 처음 생성될 때, 구조체의 포인터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위젯 초기화를

유도한다..

 위젯의 내부변수를 이곳에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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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WIDGET_POSTPROC

• NO_WIDGET_POSTPROC은 모든 위젯이 생성된 후, 호출된다.

 자신이 속한 윈도우와 위젯구조체를 넘겨준다.

 현 윈도우의 모든 위젯이 생성되었고, 이후에 필요한 초기화를 위해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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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WIDGET_FINITPROC

• NO_WIDGET_FINITPROC은 위젯이 파괴되기 전에 호출된다.

 자신이 속한 윈도우와 위젯구조체를 넘겨준다.

 현 윈도우의 모든 위젯이 파괴되기 전에 자원회수를 위해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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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CREATE

• NO_CREATE는 윈도우와 widget ID와 같이 들어온다.

 자신의 ID와 소유권을 가진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

 위젯이 처음 생성될 때, 모든 생성절차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Notify).

 즉, 위젯은 자신의 ID와 자신이 속한 윈도우의 핸들을 얻을 수 있다.

 이후에, 이 노드와 관련된 모든 connect/process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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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DESTROY

• NO_DESTROY는 아무데이터 없이 들어온다.

 위젯이 파괴될 때, 모든 생성절차가 끝났음을 알려준다(Notify).

 이후에, 이 노드와 관련된 모든 connect/process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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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EVENT

• Event() 함수는 윈도우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dooroo.framework의
입력/명령을 처리한다..

 OS에서 발생하는 Window Message (WM_xxx)를 받아서 시스템의 요청이

전달된다.

 TRIGGER명령어를 처리한다.

 Widget Type에 따라 WM명령어가 전달된다.

 WM_EXT_TRIGGER 의 WM 메시지를 받는다.

 요건에 맞는다면, 포트번호비트맵을 리턴한다.

 Set()함수에 NO_EVENT명령을 받을 때, 호출한다.

 WM_TIMER : 시간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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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 Event()->WM_TRIGGER

• Event() 는 TRIGGER명령을 처리한다.

case WM_EXT_TRIGGER:
{

UINT32  nPort = (UINT32)wParam;
//
if( nPort >= NO_PORT_MAX )

break;
pEventFormat->Result = (1<<nPort);
Result = ERR_NON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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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pPortData->Result 

• 포트입력에 대한 회신으로 결과를 dooroo,framework에 넘겨준다.

 포트 번호 : 1<<NO_PORTx : NO_PORTx에 출력데이터가 있읍니다.

 비트마스크 of 포트번호 ().

 PORTDATA_RESULT_UPDATEWIDGET   : 위젯을 업데이트해 주세요.

• 이 값들은 Event()함수, Proc()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pEventFormat->Result

 PORTDATA_RESULT_UPDATEWINDOW  : 윈도우를 업데이트해주세요.

 PORTDATA_RESULT_WIDGETENABLE    : 위젯을 비/활성화해 주세요.

 PORTDATA_RESULT_WIDGETSHOW      : 위젯을 나타내/숨겨주세요.

 PORTDATA_RESULT_KEYFOCUS           : 키입력을 받게 해주세요.

 PORTDATA_RESULT_WINDOWSHOW     : 윈도우를 나타내/숨겨주세요.

 PORTDATA_RESULT_CHANGEWINDOW   : 윈도우의 페이지를 바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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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NO_PORTx

• 포트입력에 대한 예.

case NO_PORT2:
{

PORTDATA *pPortData;
pPortData = (PORTDATA *)Data;

UINT32 Value = pPortData->Data.Value;

p->PortData[NO_PORT2].Data.Value = Value;
p->PortData[NO_PORT3].Data.Value = 1;
pPortData->Result |= (1<<NO_PORT2)|(1<<NO_PORT3);
pPortData->Result |= PORTDATA_RESULT_UPDATEWIDGET;

Result = ERR_NON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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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Set()       PORTDATA

• PORTDATA 데이터 전송

 PortData->Data.Value : 32비트 INTEGER를 기본으로 한다.

 PortData->Data.Float : float형 데이터를 전달한다.

 PortData->Type이 TYPE_FLOAT 이어야 한다.

 PortData->Type이 TYPE_FLOAT 이외 모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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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Proc()

• 패킷입력포트 대응 함수.

 process 연결에 의한 입력포트로 패킷데이터를 처리한다.

 입력포트의 값들에 대응하는 내부함수를 호출하여 입력 값을 processing한 후

출력포트에 결과값 등을 저장한 후, 출력신호를 내보낸다.

 패킷데이터를 받아서 내부 기능을 호출하여 출력을 생성한다.

 생성된 출력은 다시 패킷데이터로 출력포트로 전송될 수 있다.

 생성된 출력은 내부 event를 통하여 connect로 출력포트로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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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Proc()

• Packet이 process로 전달된 뒤, 이것을 connect로 전달하는 방법.

Packet

process

Node                                
process

connect

INT Processt( VOID *This, INT No,  UINT32 wParam, UINT32 lParam )

INT Result;
DISPLAY_xxxx * p = (DISPLAY_xxxx *)This;
PACKET *pPacket = (PACKET *)wParam;

{
p->PortData[NO_PORT2].Data.Value = (UINT32)&p->Packet;
Result |= (1<<NO_PORT2);
break;

}

return Result;

 process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thread를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Thread를 생성하여 process가 끝날 때까지 노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Packet

 출력포트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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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Get()

• 출력포트 대응 함수.

 Connect 연결에 의한 출력포트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한다.

 내부 변수나 함수를 호출하여 출력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노드 내부의 정보들을 외부로 전송한다.

 노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초기값 정보들을 dooroo.framework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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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Get()

dooroo.framework

connect

Node
connect

connect

INT Get(DISPLAY_xxxx* p, INT No, VOID* Data, INT Size)

2

1

3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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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Get()   NO_GETDATAFORMAT

• dooroo.framework에서 노드의 변수를 획득한다.

 dooroo.framework은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설정한 초기값을

판별할 수 있다.

 NO_GETDATAFORMAT을 불러서 입력 가능한 문자열(string)과 타입을

획득한다.

Enum
{

HINT_VALUE0,
HINT_VALUE4,

};

STATIC DATATABLE DataTable[] = {
{"value0",            TYPE_INT,    0, HINT_VALUE0 },
{"value4",            TYPE_INT,    0, HINT_VALUE4 },
DATATABLE_END

};

 Set()함수의 NO_SETDATAFORMA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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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Get()   NO_GETDATAFORMAT

STATIC DATATABLE DataTable[] = {
{"value0",            TYPE_INT,    0, HINT_VALUE0 },
{"value4",            TYPE_INT,    0, HINT_VALUE4 },
DATATABLE_END

};



191

• Node : Get()       NO_PORTx

• 포트출력에 대한 예.

PORTDATA *pPortData = (PORTDATA *)Data;
*pPortData = p->PortData[No];

미리 출력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다면, 그 값을 그대로 복제하여 준다.

아니면, 여기에서 생성시켜야 한다.

typedef struct _DISPLAY_xxx_
{

DISPLAY     Display;

…
/* port */
PORTDATA    PortData[NO_PORT_MAX];

}DISPLAY_xxx;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출력포트의 데이터를 답아 놓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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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 Draw()

• 그래픽 출력 대응 함수.

 노드의 타입에 따라서 인자로 전송된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픽 출력을 담당한다.

 특이한 모양이나, 제공되지 않는 그래픽 노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드의 위젯타입에 따른 동작으로 dooroos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를

따른다.

 모든 타입의 노드의 설계는 이미 샘플로 제공되고 있다.

 샘플들은 거의 모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맞추고 있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면 기능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시면, 

노드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빠른 그래픽노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