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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Management
Task 생성

void ATaskFunction( void *pvParameters );

Task 함수 Task 생성 함수
BaseType_t xTaskCreate( TaskFunction_t pvTaskCode, const char * const pcName, uint16_t usStackDepth,

void *pvParameters, UBaseType_t uxPriority, TaskHandle_t *pxCreatedTask );

pvTaskCode Task 함수

pcName task 이름

configMAX_TASK_NAME_LEN ("FreeRTOSConfig.h") 마지막 NULL 포함 이름의 길이를 정의

sStackDepth task의 stack크기(Word 길이)
예) 32bit system에서 sStackDepth이 100이면 400byte가 할당됨

configMINIMAL_STACK_SIZE("FreeRTOSConfig.h") Idle task에서 사용되는 stack의 크기를 정의

pvParameters task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메터

uxPriority task의 실행 우선순위
가장 낮은 우선순위 0 ~ (configMAX_PRIORITIES - 1)까지 할당
configMAX_PRIORITIES("FreeRTOSConfig.h")

pxCreatedTask task handle
task handle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NULL전달

return value pdPASS: 성공
pdFAIL: 실패 (task를 생성할 heap memory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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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Management
Task Delay

vTaskDelay( )
INCLUDE_vTaskDelay("FreeRTOSConfig.h") 설정 1
void vTaskDelay( TickType_t xTicksToDelay );

xTicksToDelay tick interrupt의 수
예) vTaskDelay( pdMS_TO_TICKS( 100 ) ); // 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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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Management
Task Delay

vTaskDelay( )
Task가 Blocked state로 유지되는 시간은 vTaskDelay () 매개 변수에 의해 지정되지만 Task가 Blocked state를 벗어나는 시간은
vTaskDelay ()가 호출 된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void vTaskDelayUntil( TickType_t * pxPreviousWakeTime, TickType_t xTimeIncrement );

pxPreviousWakeTime pxPreviousWakeTime은 task가 마지막으로 Blocked State 를 벗어난 시간이고, 
이 시간은 task가 다음에 Blocked State를 벗어나는 시간을 계산하기위한 참조 점으로 사용
pxPreviousWakeTime는 함수내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현재 tick값으로 초기화

xTimeIncrement wait되는 tick값
예) pdMS_TO_TICKS( 200 ) // 200 ms의 tick의 값

vTaskDelayUntil( )
매개 변수는 호출하는 Task를 Blocked state에서 Ready state로 이동해야하는 정확한 tick 값을 대신 지정
정확인 주기의 실행이 필요한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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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Management
Task 우선순위 변경

vTaskPrioritySet()
스케줄러가 시작한 후에 task의 우선 순위를 변경
INCLUDE_vTaskPrioritySet ("FreeRTOSConfig.h") 설정 1

void vTaskPrioritySet( TaskHandle_t pxTask, UBaseType_t uxNewPriority );

pxTask 우선순위를 변경할 task의 handle
NULL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변경

uxNewPriority 변경할 우선순위 값

uxTaskPriorityGet()
task의 우선순위를 쿼리
INCLUDE_uxTaskPriorityGet ("FreeRTOSConfig.h") 설정 1

UBaseType_t uxTaskPriorityGet( TaskHandle_t pxTask );

pxTask 우선순위를 쿼리할 task의 handle
NULL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쿼리

return value 쿼리한 task에대한 현재 우선순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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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Management
Task 삭제

vTaskDelete() 
INCLUDE_vTaskDelete ("FreeRTOSConfig.h") 설정 1

void vTaskDelete( TaskHandle_t pxTaskToDelete );

pxTaskToDelete 삭제할 task의 handle
NULL은 자신의 task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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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Queue Management
Queue사용

xQueueCreate( ) : Queue 생성
QueueHandle_t xQueueCreate( UBaseType_t uxQueueLength, UBaseType_t uxItemSize );

uxQueueLength item의 최대수

uxItemSize 각 data item의 size(byte)

return value NULL: 생성 실패
non-NULL: 생성 완료, 생성된 queue handle

xQueueSendToBack() : data를 tail에 write == xQueueSend() 함수
xQueueSendToFront() : data를 head에 write
BaseType_t xQueueSendToFront( QueueHandle_t xQueue, const void * pvItemToQueue, TickType_t xTicksToWait );

BaseType_t xQueueSendToBack( QueueHandle_t xQueue, const void * pvItemToQueue, TickType_t xTicksToWait );

xQueue queue handle

pvItemToQueue queue 복사할 data의 pointer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pdPASS : write 성공
errQUEUE_FULL : write 실패 (queue full or xTicksToWait ex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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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Queue Management
Queue사용

xQueueReceive( ) : data를 queue에서 읽음

BaseType_t xQueueReceive( QueueHandle_t xQueue, void * const pvBuffer, TickType_t xTicksToWait );

xQueue queue handle

pvBuffer queue에서 data를 복사할 memory의 pointer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pdPASS : write 성공
errQUEUE_EMPTY : read 실패 (queue empty or xTicksToWait expired)

uxQueueMessagesWaiting( ) : queue에대한 item의 수를 쿼리
UBaseType_t uxQueueMessagesWaiting( QueueHandle_t xQueue );

xQueue queue handle

return value queue의 item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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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Queue Management
Queue Set
하나이상의 queue로 부터 task가 데이터를 수신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제약 조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configUSE_QUEUE_SETS ("FreeRTOSConfig.h") 설정 1

xQueueCreateSet( ) : Queue set 생성
QueueSetHandle_t xQueueCreateSet( const UBaseType_t uxEventQueueLength );

uxEventQueueLength queue set이 보유할 수 있는 queue handle의 최대수
queue set에는 semaphore도 포함할수 있다 .

return value NULL : 실패
non-NULL: 성공, queue set handle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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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Queue Management
Queue Set

xQueueAddToSet( ) : queue set에 queue나 semaphore를 추가

BaseType_t xQueueAddToSet( QueueSetMemberHandle_t xQueueOrSemaphore, QueueSetHandle_t xQueueSet );

xQueueOrSemaphore ‘queue set’에 더할 queue 또는 semaphore의 handle

xQueueSet ‘queue set’의 handle

return value pdPASS : 성공
pdFAIL : 실패

xQueueSelectFromSet( ) : queue set으로 부터 queue handle을 읽음

QueueSetMemberHandle_t xQueueSelectFromSet( QueueSetHandle_t xQueueSet, const TickType_t xTicksToWait );

xQueueSet ‘queue set’의 handle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NULL : 실패
non-NULL: 성공, 데이터를 포함하는 queue 또는 semaphore의 handl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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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maphoreCreateBinary() : binary semaphore 생성
SemaphoreHandle_t xSemaphoreCreateBinary( void );

return value NULL: 실패
non-NULL; 성공, SemaphoreHandle_t 타입 handle 반환

xSemaphoreTake() : semaphore를 얻는다
BaseType_t xSemaphoreTake( SemaphoreHandle_t xSemaphore, TickType_t xTicksToWait ); 

xSemaphore Semaphore Handle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pdPASS : semaphore taking 성공
pdFALSE: taking 가능한 semaphore가 없다(시간초과) 

FreeRTOS - Interrupt Management
Binary Semaphore

xSemaphoreGiveFromISR() : semaphore를 준다.
BaseType_t xSemaphoreGiveFromISR( SemaphoreHandle_t xSemaphore, BaseType_t *pxHigherPriorityTaskWoken ); 

xSemaphore Semaphore Handle

pxHigherPriorityTaskWoken 단일 semaphore가 하나이상의 semaphore를 기다리는 block상태의 task를 가질수 있다.
xSemaphoreGiveFromISR ()을 호출하면 task의 Blocked state를 벗어나고 unblock된
task의 우선 순위가 현재 실행중인 task 보다 높으면
내부적으로 xSemaphoreGiveFromISR ()이 pxHigherPriorityTaskWoken을 pdTRUE로 설정한다.

return value pdPASS: 성공
pdFAIL: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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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maphoreCreateCounting() : counting semaphore생성
SemaphoreHandle_t xSemaphoreCreateCounting( UBaseType_t uxMaxCount, UBaseType_t uxInitialCount );

uxMaxCount Semaphore의 최대 수

uxInitialCount Semaphore생성시 초기화 count 값

return value NULL: 실패
non-NULL; 성공, SemaphoreHandle_t 타입 handle 반환

FreeRTOS - Interrupt Management
Counting Semap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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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Type_t xQueueSendToFrontFromISR( QueueHandle_t xQueue, void *pvItemToQueue BaseType_t *pxHigherPriorityTaskWoken);

BaseType_t xQueueSendToBackFromISR( QueueHandle_t xQueue, void *pvItemToQueue BaseType_t *pxHigherPriorityTaskWoken);

xQueue queue handle

pvItemToQueue queue로 복사할 data의 pointer

pxHigherPriorityTaskWoken queue의 데이터를 기다리는 하나이상의 task가 있고, 
이 task의 우선순위가 현재 실행중인 task(interrupt를 실행한) task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면 pdTRUE 리턴.
isr이 종료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task실행

return value pdPASS : queue sent 성공
errQUEUE_FULL: 실패 (queue full)

FreeRTOS - Interrupt Management
ISR에서 Queue사용
Queue는 데이터를 전달과 communicate event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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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Resource Management
critical section
taskENTER_CRITICAL(), taskEXIT_CRITICAL()로 싸인 코드영역
task가 Running state있는것을 보장
짧게 작성해야 한다
taskENTER_CRITICAL();
PORTA |= 0x01;
taskEXIT_CRITICAL();

taskENTER_CRITICAL_FROM_ISR(), taskEXIT_CRITICAL_FROM_ISR() interrupt safe version
interrupt 중첩을 지원하는 FreeRTOS에서만 제공
taskENTER_CRITICAL_FROM_ISR()의 리턴 값은 taskEXIT_CRITICAL_FROM_ISR()에 전달

void ISR(void)
{

UBaseType_t uxSavedInterruptStatus;

uxSavedInterruptStatus = taskENTER_CRITICAL_FROM_ISR();
taskEXIT_CRITICAL_FROM_ISR( uxSavedInterruptStat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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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Resource Management
Mutexes

xSemaphoreCreateMutex() : semaphore타입 mutex생성

SemaphoreHandle_t xSemaphoreCreateMutex( void );

return value NULL: 생성 실패
non-NULL: 성공,SemaphoreHandle_t 타입 handle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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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Event Group
Event Group를 사용한 Event 관리

xEventGroupCreate() : Event group 생성
EventGroupHandle_t xEventGroupCreate( void );

return value NULL: 생성실패
non-NULL: event group생성, EventGroupHandle_t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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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Event Group
Event Group를 사용한 Event 관리

xEventGroupSetBits() : event group에 하나 이상의 bit를 설정
설정중인 bit가 나타내는 event가 발생했음을 task에 알리는데 사용

EventBits_t xEventGroupSetBits( EventGroupHandle_t xEventGroup, const EventBits_t uxBitsToSet );

xEventGroup event group의 handle

uxBitsToSet event group에서 1로 설정할 event bit를 지정하는 bit mask
event group값은 기존 event group값을 bit OR하여 갱신

return value event group 값

xEventGroupSetBitsFromISR() : xEventGroupSetBits()의 interrupt safe version

BaseType_t xEventGroupSetBitsFromISR( EventGroupHandle_t xEventGroup, const EventBits_t uxBitsToSet, BaseType_t *pxHigherPriorityTaskWoken );

xEventGroup event group의 handle

uxBitsToSet event group에서 1로 설정할 event bit를 지정하는 bit mask
event group값은 기존 event group값을 bit OR하여 갱신

pxHigherPriorityTaskWoken event bit를 ISR내에서 직접 설정하지 않고 timer command queue에 명령을 전송 daemon task에 대한 작업을 연기
daemon task는 timer command queue가 사용가능할때 까지 Blocked state에 있고, timer command queue에 기록
하면 daemon task가 blocked state를 떠나게 된다.
daemon task의 우선순위가 현재 interrupt를 실행한 task보다 높다면 pdTRUE가 된다.

return value pdPASS : 성공 (timer command queue에 ’set bits’ 전달)
pdFALSE: 실패(timer command queu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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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Event Group
Event Group를 사용한 Event 관리

xEventGroupWaitBits() : event group의 값을 읽는다.
event bit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event group안의 하나 이상의 event bit가 set되기를 Blocked state안에서 선택적으로 기다린다. 

EventBits_t xEventGroupWaitBits( const EventGroupHandle_t xEventGroup, const EventBits_t uxBitsToWaitFor,
const BaseType_t xClearOnExit, const BaseType_t xWaitForAllBits, TickType_t xTicksToWait );

xEventGroup event group의 handle

uxBitsToWaitFor event group안의 특정 event bit에 대한 bit mask

xClearOnExit 호출하는 task의 ‘unblock condtion’이 충족되고 xClearOnExit이 pdTRUE로 설정된 경우
uxBitsToWaitFor로 지정된 event bit는 호출 task가 xEventGroupWaitBits() 함수를 종료하기 전에
event group에서 다시 0으로 지워진다.
xClearOnExit가 pdFALSE로 설정된 경우 event group의 event bit상태는 xEventGroupWaitBits() 함수
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는다.

xWaitForAllBits 함수를 호출하는 task의 상태를 uxBitsToWaitFor값과 비교해서 Blocked state, unblock될지를 결정하
는 연산 방법을 정의한다.
pdFALSE : uxBitsToWaitFor값과 event group값을 OR 연산
pdTRUE : uxBitsToWaitFor값과 event group값을 AND 연산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호출 task가 unblock condition이 충족 되었을 때 리턴된 경우, 호출 task의 unblock condition의 조
건이 충족 될 때 event group의 값
xTicksToWait값에 의한 시간 초과로 리턴된 경우, block시간이 만기된 시간의 event grou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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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Event Group
Event Group를 이용한 task 동기화

때때로 application에서는 두개 이상의 task에 대한 동기화가 요구된다.
xEventGroupSetBits(), xEventGroupWaitBits() 함수는 bit설정과 bit test가 두개의 개별 작업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동기화에 사용할 수
없다.

EventBits_t xEventGroupSync( EventGroupHandle_t xEventGroup, const EventBits_t uxBitsToSet, 
const EventBits_t uxBitsToWaitFor, TickType_t xTicksToWait );

xEventGroup event group의 handle

uxBitsToSet event group에서 1로 설정할 event bit를 지정하는 bit mask
event group의 기존 값을 uxBitsToSet에 전달된 값과 bit OR해서 갱신

uxBitsToWaitFor event group에서 test할 event bit를 지정하는 bit mask

xTicksToWait task가 Blocked state에 있을 시간의 최대값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task의 unblock condition이 충족 되었기 때문에 반환된 경우 반환 값은 호출 task의 unblock 
condition이 충족 될 때 event group의 값
xTicksToWait의 시간이 만기로 인한 반환인 경우, 반환된 값은 block시간이 만기된 시간의 event 
group의 값

xEventGroupSync() : event group를 이용해서 두개 이상의 task의 동기화를 지원
uxBitsToWaitFor parameter는 호출하는 task의 unblock condition을 지정
unblock condition을 충족 해서 함수가 반환됐을 때는 uxBitsToWaitFor에 지정된 event bit는 0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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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Notification
task notification

xTaskNotifyGive() : task에 notification send하고 notification value값을 증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아직 pending이 아닌 경우 수신 task의 상태는 pending된다.

BaseType_t xTaskNotifyGive( TaskHandle_t xTaskToNotify );

xTaskToNotify notification이 전송되는 task handle

return value pdPASS만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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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Task Notification
task notification

vTaskNotifyGiveFromISR() : xTaskNotifyGive()의 interrupt safe version

void vTaskNotifyGiveFromISR( TaskHandle_t xTaskToNotify,
BaseType_t *pxHigherPriorityTaskWoken );

xTaskToNotify notification이 전송되는 task handle

pxHigherPriorityTaskWoken notification을 보내려는 task가 notification을 받기위해 blocked state에서 대기중인 경
우, notification을 보내면 task는 blocked state가 된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blocked state를 벗어나고, unblocked task의 우선순위가 현재 실행중인 task의
우선순위보다 높으면 pdTRUE

ulTaskNotifyTake() : blocked state에서 대기중인 task는 notification value값은 0보다 크고, 
함수가 리턴할때는 notification value값을 감소하거나 clear한다.

uint32_t ulTaskNotifyTake( BaseType_t xClearCountOnExit, TickType_t xTicksToWait );

xClearCountOnExit pdTRUE: 함수가 리턴할때 notification value를 0
pdFALSE: 함수가 리턴할때 notification value를 1감소

xTicksToWait task notification value이 0보다 클때까지 대기 할 최대 Blocked 시간
0이면 바로 리턴
portMAX_DELAY은 무한대기
(INCLUDE_vTaskSuspend ("FreeRTOSConfig.h") 1로 설정)

return value xClearCountOnExit에 지정한대로 0또는 task notific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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