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ISP (In-System Programming)이 대중화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ISP를 통해 PCB에 이미 납땜된 디바이스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었고, ISP는 이전 기술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래밍이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디바이스의 재고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 현대적인 초정밀 피치 패키지의 핸들링이 필요 없습니다.

ISP의 조작은 주로 테스트 픽스쳐에서 이루어지며, ATE에 의해 제어되고 제조 라인의 마지막 단계에
배치됩니다. 많은 경우, 저가의 개발 도구가 ISP 작업에 사용되지만, 인티그레이션 시간을
고려한다면 눈앞의 경제적 장점이 대개 전체적인 비용 증가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개발 도구는 매우 느리며, 프로그래밍 속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PCBA 생산 라인에서의 비용 절감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Lynxar 테크놀로지사의
혁신적인 DeviceClip 아키텍처와 같은 전문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DeviceClip의 장점

• 포괄적인 디바이스 지원
• 프로그래밍 속도 극대화
• 제한없이 병렬로 확장이 가능한 ISP 채널
• 높은 신뢰성
• 생산 비용 절감

Dual ARM® CortexTM A9 (667MHz)
1GB (32-bit) DDR3
최대 32GB Micro SDHC 카드
다중, 병렬 및 완전히 독립적인 타깃 채널
LynOS 운영 체제
LynBus 모듈 간 통신
LAN, RS232 및 I/O인터페이스
타깃 채널의 Galvanic Isolation



세계 최초의 ISP 플랫폼

DeviceClip 아키텍처는 ISP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고안된 최초의 ISP 지향
운영 체제 LynOS를 기반으로 합니다. LynOS는 기존 다채널 환경에서의 빠른 프로그래밍 App 개발을 
도우며, Lynxar에서 미리 개발된 App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 중인 개방형 API LynOS 
덕분에 특정 ISP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App을 사용자들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범용성

DeviceClip은 여러 형태로 혼합된 디바이스들도 동시에 지원합니다(마이크로 컨트롤러, PLD, 메모리 등). 
동일한 DeviceClip의 채널들은 완전히 다른 타깃들을 지원하도록 구성될 수 있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빠른 속도

DeviceClip은 어떤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요구 사항보다도 빠른 고성능 마이크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단지 타깃 디바이스의 사양에 의해서만 그 속도가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DeviceClip의 작은 크기는 
타깃 디바이스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할 수 있게 하여 배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케이블의 길이와 노이즈를 제거하여 신호 무결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래밍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모듈화

여러 DeviceClip 장치를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폭넓은 
배열의 병렬 다중 채널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ynxar 고속 상호 연결 모듈 인터페이스인 
LynBus는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설정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 LynBus에 의해 수행됩니다.

작은 사이즈

DeviceClip의 크기는 매우 작으며 (단 100 x 60 x 10 mm),
타깃에 매우 가까이 배치할 수 있도록(단지 수 밀리미터) 
설계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작은 크기는 DeviceClip이 
어떤 테스트 픽스쳐 내부에도 실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DeviceClip은 종종 공간 제약때문에 타깃 근처에 도구를
배치하기 어려운 복잡한 테스트 픽스쳐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신뢰성

모든 DeviceClip의 신호들은 매우 안정적이며 타깃 PCB의 과전압이나 단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DeviceClip은 사용자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DeviceClip에 의해 수행된 작업들은 추적과 분석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SD카드의 로그 파일에 타임 스탬프 되어 
저장됩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의 상태는 임의의 오류 상황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며, 이는 일련의 경보를 
통해 운영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또한 매우 짧은 타깃 배선은 신호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프로세스 안정성 또한 향상시킵니다.



손쉬운 사용법

도구 제어판은 일반적으로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는 전혀 번거롭지 않으며, 운영 체제(Windows, 
Linux, mac OS-X 등)마다 서로 다른 버전의 제어판이 필요합니다.

DeviceClip은 HTML5 임베디드 제어판과 함께 제공되므로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운영 체제와 호환되므로 
DeviceClip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는 단지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학습, 사용, 재고 및 지원을 위한 도구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ISP
시스템 통합 작업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인터페이스, 명령 및 동작은 
모든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바이스 대해서 동일하며, 사용법을 한 번만 
배우면,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eviceClip의 모듈 구조를 활용하면 라우터나 스위치가 필요 없는
많은 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ISP 도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을 
관리하는 데 단 하나의 호스트 인터페이스만 필요하며, Stand-alone 
모드에서 사용될 때에는 호스트 컴퓨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낮은 운영 비용

산업용 ISP 장비는 지금까지 디바이스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로 다른 비표준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현되어 
왔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에서 ISP를 구현하는 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여러 종류의 도구로 인해 더 많은 
학습 시간(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명령어, 예비 부품, 등)
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생산 라인에서의 ISP 통합 비용은 한가지 유형의 도구만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번 새로운 도구를 
다시 익히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DeviceClip은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타깃 개인화

DeviceClip은 대상 변수 (일련 번호, 
MAC 어드레스, 보정 값 또는 기타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서버를 실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쉽게 타깃 PCBA의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stand-alone 모드에서도 대상 변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LynOS가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타깃 보드 개인화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정의 CSV파일을 SD카드에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문서 참조

•  참조 가이드
•  데이터 시트
•  애플리케이션 노트
•  화이트 페이퍼



AboutAbout

Lynxar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독립 하이테크 기업으로, 전자 보드 제조산업을 위한 
반도체 디바이스 In-System Programming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Lynxar는 수년간 새로운 반도체 장치 프로그래밍 표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Lynxar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Lynxar 팀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합류했습니다. 
- 획기적 혁신이 없는 디바이스 In-System Programming/Test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킨다.

한국대리점 : (주)엘투시스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5 삼육빌딩 306호  TEL 02-6339-5590    www.eltu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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