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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로 시리얼 통신하기 

 

PC에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레지스터에 값을 쓰면 송신이 되

는 마이컴과는 달리 따로 포트를 열고, 그외 값들을 셋팅해주어야 한다. 여

기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마이크로 로봇 사의 정웅식님의 소스)를 다운로

딩 받아서 참조하였으며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순차적으로 

만들어보겠다. 사용한 언어는 VC++ 6.0이며,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작성하

겠다. 음 이 자료는 학술적인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점 정웅식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Com 1, Com 2를 초기에..  

  9600 BPS, Data 8Bit, Stop 1 Bit, NoParity 로 초기화를 하면서 실행되는

데, 필요한 형태루.. 처리를 하시려면.. <<Port Setting>>을 하면 된다. 이 프

로그램은 헥사 통신 처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XON/XOFF 를 지원하지 않

는다. 헥사코드 통신을 위하여..(0x13 등.일반적으로 XOFF 코드로 지정되는 

값을 통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한다.  

 

[제어판] -> [시스템] -> [장치관리자 탭] -> [포트] -> [COM1]-> [포트설

정 탭]에서  

"흐름컨트롤 -> 하드웨어"  

 

물론, COM2 포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XON/XOFF 통신 방식에서는 포트 오픈과 포트 클로즈를 위해.. 특

정 코드를 

사용하는데 헥사 통신에서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위와 

같은 형태로. XON/XOFF 제르를 처리하지 않게끔 바꾸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재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VC++을 실행하고 나서 File New Projects탭에서 MFC 

AppWizard[exe]탭을 선택하고, 옆의 에디터창에 Project name.과 위치를 

선정한다. 그리고 OK를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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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Dialogbase를 체크하고 Finish를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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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스 창이 뜨게 된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보도록하겠다. 

 

먼저 통신시작/종료버튼을 만들어야되는데 옆에보면 체크버튼인   를 클

릭해서 다이얼로그 박스에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properties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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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탭에서 선택을 한다. 엔터키를 치면 아래와 같이 체크박스가 버튼

형태로 변한다. 

 

 

다음으로는 통신설정을 위한 값들을 입력받는 부분이 필요하다. Port와 보오

레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입력은 ComboBox를 이용해서 입력받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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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먼저  를 클릭해서 다이얼로그 박스에 그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뜨

게된다. Port와 Baudrate를 위해서 두개의 comboBox를 그렸다. 

 

각각의 콤보박스에 대해서 설정하도록하겠다. 먼저 Port에 대해서 하면 

아까의 통신시작버튼과 같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properties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게되고, 순서대로 설정하면 된다. 

 

 

여기서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ctrl+enter키를 쳐야만 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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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설정하고, 똑같이 Baudrate도 설정하면 된다. 

 
여기서 보오레이트는 Comm.h 파일에 순서대로 있는데 1200 부터 0,1,2,3,4,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 처음 것을 선택하면 0를 넘겨준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군) 만약 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9600부터 데이터에 넣어 놓는다면 보

오레이트는 1200이 설정되게 된다. 만약 9600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CComm.cpp에서 아래 주석처리부분처럼 해주면 된다. 

 

 

다음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Classwizard를 실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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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이 뜨게 되고, 팝업창에서 를 클릭해서 멤버변수를 

설정해준다. 

 

마찬가지로 Port도 설정해준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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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Static Edit 인 를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만들어준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신된 데이터 또는 송신될 데이터를 보기 위한 에디터

창을 만들어야되는데 를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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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lass Wizard에서 다음과 같이 멤버변수를 선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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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박스는 만들어진 샘이다. 

다음으로 File을 복사해야되는데 Com.h와 Com.cpp를 복사해서 Project파일

이 있는 폴더에 붙여야한다. 다음 그림은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파

일들의 목록이다. 

    

프로젝트 메니져 창에서 Fileview탭을 선택하고 Add Files to Project탭을 

선택해서 Com.h과 Com.cpp를 추가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메니져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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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스파일이 클래스별로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리소스파일에서 통신시작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

이 뜨게되고 여기서 Ok를 하게되면 CserialDlg클래스에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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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제 소스코드를 쳐보도록 하자…. 

 

 

 

CserialDlg의 클래스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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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여기서 Add Memver Variable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CSerial.h파일의 아래 그림부분에 멤버변수가 선언되게 되는데 

저부분에 바로 editing해도 상관없다. 아래 맴버변수들은 통신설정용 변수들

이다.  

 

 

 

 

 
 

다음으로 할 것은  눌러서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는

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유는 header 파일을 include하지 않았

기때문인데 CserialDlg.h 파일의 가장 상단에 아래와 같이 header file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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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실행화면이 뜨게 된다. 

 

 

 

여기서 Port나 Baudrate값들을 설정하거나 각각의 버튼을 눌러보기 바란다. 

왜 이렇게 중간중간 실행화면을 확인하냐면 한번에 모든걸 다 에디팅하고 

컴파일을 할 경우 많은 에러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디서 잘못된지 찾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Combo Box의 내용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리

소스파일의 다이얼로그박스 에디터에서 를 그림b 과 같이 누르면 하얀부

분이 나타나게 되고 남색 점을 드래그해서 늘리게 되면 실행화면에서 우리

가 선택할 목록이 모두다 표시되게 된다. 

   
a              b                    c                  d 

 

이렇게 실행화면이 에러없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될

텐데 이제부터가 실재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하다. 

아래 소스를 앞에서 만든 OnCheckComm()함수에 에디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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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남색점이 있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error C2065: 'Int2TTY' : undeclared identifier “ 

 

아래와 같이 CSerialDlg.h파일에 함수를 선언하고 CSerial.Cpp에 함수를 정

의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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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 BOOL CSerialDlg::OnInitDialog() ” 함수에 LoadSettings 함수

를 호출해야된다. 

 

 
 

실행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실행화면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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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버튼들을 눌러보기 바란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멤버함수를 추가한

다.  

 

그리고 함수안에 아래와 같이 에디팅한다. 

 

 

다음으로 OnCancle함수에 다음과 같이 에디팅한다. 아마도 OnOk나 

OnCancle함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리소스에 가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확

인”, “취소”버튼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Cpp파일에 함수들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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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가장 최근에 설정된 통신설정값들이 저장되고 다음에 실행할때

에도 다시 그 셋팅값대로 실행된다. 한번 시험해보기 바란다. 설정하고는 통

신시작버튼을 눌러야 설정값들이 저장되고, 취소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야

만 한다. 확인버튼에 대한 OnOk함수에도 위와 같이 첨가한다면 똑같이 셋팅

해준 값들이 실행화면에서 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실재 통신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함수들을 작성해보도록 하겠

다. 

우선 수신하는 것을 하자면 여기서 Handle이 필요하고 Message가 필요한

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A를 보기 바란다. 

 

CserialDlg.h파일에 Protected에 아래와 같은 함수를 첨가해야 된다. 

 
 

소스파일의 아래부분에 Messge부분에  

ON_MESSAGE(WM_RECEIVEDATA,OnReceiveData)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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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함수가 선언되었으므로 CserialDlg.Cpp에 아래와 같이 함수를 정

의한다. 

 

 

 

이렇게 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고, 마이컴등에서 시리얼로 데이터를 송신하

게되면 아래와 같이 수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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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송신하는 함수를 추가해보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a’이 송신되도록 해보자. 

CSerial::OnOk()함수에 아래와 같이 에디팅한다. 

 

 

그리고 마이컴등의 루틴에서는 수신데이터를 바로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실

행한다. 대부분의 책등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제공되므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나중에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바꾸는 것이지, 지금은 PC쪽 

시리얼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실험하는 것이 디버깅

하는데 있어 좋다. 

 

 

 

여기서 데이터열을 송신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에디팅하면 된다.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를 정수형이나 16진수로 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수

신데이터 처리 함수에 에디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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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에디터 창에 많은 글들이 씌이다보면 지저분해진다. 에디터창을 클리어

하는 기능을 추가해보자. 

버튼을 만든다. 이제 알아서 하리라 믿는다. 그래도 설명하겠다. 

와 같이 버튼을 클릭해서 다이얼로그박스에 그리고 아래와 같이 

properties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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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끝나면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함수이름이 포함된 팝업창

이 뜰 것이다.  

 

 

Ok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하는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에 

아래와 같이 에디팅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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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사용자 메세지에 대하여.. 

(2000년 8월 4일) 정웅식 님의 자료를 편집했습니다. 

 

윈도 프로그램은 메세지 드라이븐(메세지 반응 형태의?) 제어라고 한다. 따

라서 뭔가를 시키고 싶을때.. <야.. 몇번..윈도우.. 무슨일좀해라..>라구 메세

지를 발생시켜줘야 한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약속이 몇가지 있

는데 

 

1. 야..어쩌구..라고 메세지를 부를 윈도에서는 부르고자 하는(일시키고자하

는) 윈도의 핸들(각 윈도마다..핸들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이 책에 써 놓으시길..  

     <야..거기>라고 말을 하면.. 누구인지 명확하지 못하니깐..우왕좌왕한다

구 

     <야..거기 땡칠이>라고 하면 누군지 알겠죠?..라는 설명을..핸들이라구 

설명하더군요.. 

2. 물론,,.. 메세지 번호가 몇번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부르는쪽 받는쪽 양

쪽 다  

     사용자 메세지 번호는.. WM_USER + ***와 같은 형태로 선언을 하는

데 

     MSDN 에 보면.. WM_USER 에 대해.. 다음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  #define WM_USER       0x0400   <== 

 

     결국.. 이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0x0400 다음의 값은 윈도에서 메세지 번호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기본적인.. 메세지 번호 선언은 다음과 같다. 

 

     #define  U_MSG_****    (WM_USER + XXX) 

 

U_MSG_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예약어만 쓰지 않는

다면 이름을 달리해도 상관없다. **** 는 영문 코드(이름)가 되고, XXX 는 1

이상의 숫자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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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가 있구 MyDlg 가 있다구 할때 

도큐먼트나 extern 을 이용해서 각 윈도의 핸들을 전역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HWND g_hViewWnd; 

  HWND g_hMyDlgWnd; 

 

  각 윈도의 핸들을 얻는 방법은  

   각 클래스에서.. WM_CREATE 이벤트 반응 함수인  ::OnCreate() 함수에

서 

 

   ~View::OnCreate(..) 

  { 

g_hViewWnd = this->m_hWnd; 

  } 

 

  ~MyDlg::OnCreate(..) 

  { 

g_hMyDlgWnd = this->m_hWnd; 

} 

  처럼 받아 놓으면 된다. 

 

1. View 에서 MyDlg 로 U_MSG_UPDATE 라는 메세지를 보낸다구 가정할

때, 

 

     ~View::OnButton1() 

     { 

         ::SendMessage( g_hMyDlgWnd, U_MSG_UPDATE, 0, 0 );          

     } 

만 하면 되고, SendMessage 사용법은 도움말을 참고하면 된다.  wparam, 

lparam... 

 

2. MyDlg 에서는 

 

     MyDl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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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ected: 

 //{{AFX_MSG(CRs232CtrlView)  <=== 요 부분에.. 

 afx_msg int OnCreate(LPCREATESTRUCT lpCreateStruct); 

 

 afx_msg long lUpdate( WPARAM wParam, LPARAM lParam );   

<== 이벤트에 반응할 함수를 수동 타이핑해야 한다. 

 

 

     MyDlg.cpp 에서는 

     ---------------- 

     BEGIN_MESSAGE_MAP(CRs232CtrlView, CFormView) 

 //{{AFX_MSG_MAP(CRs232CtrlView) 

 ON_WM_CREATE() 

 ON_MESSAGE( U_MSG_RECEIVE_COM1, lUpdate )   <== 메세지

와 함수를 연결한다. 역시 수동 타이핑 

 

        ON_MESSAGE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 메세지라는 뜻을 담고 있

나?????? 

 

    long CMyDlg::lUpdate( WPARAM wParam, LPARAM lParam ) 

    { 

        .... 

        // 메시지 받아서 뭐 할지를 타이핑하면 될 것이다.  

        return 1; 

    } 

 

    음.. 리턴값은 ..적절히.. 조건에 따라서.. 호출한 윈도에 넘겨주면 될 것

이다. 

    호출한 윈도는   

 

      long lAnswer = ::SendMessage( g_hMyDlgWnd, U_MSG_UPDATE, 

0, 0 ); 

 

     해서..필요에 따라.. lAnswer 를 처리해 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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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MyDlg 에서 View 로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 

  MyDlg 에서.. SendMessage 하구...  ~View 헤더에서 선언해주고 

afx_msg...어쩌구.. 

 

  ~View.cpp 에서.. ON_MESSAGE(.., 어쩌구 ) 

                   long C...View::어쩌구 

  하면 된다. 

 

  ::SendMessage와 

    SendMessage와 

    PostMessage는 차이가 있답니다..잘 모르니깐..  

   비사모(디브피아 : www.divpia.com -> VC++) 에서 질문답변을 검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은.. 참고 자료를 올려주시길...^^;;; 

 

 

 

그외 자료에 대한 질문이나 고칠 점이 있으면. 

choecrc@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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