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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Analyser

개요

주요 장점

XJAnalyser는 JTAG 체인에 있는 Device에 대한 그래픽 분석 및 디버깅을
수행하는 Tool입니다. 간단한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즉각적인 체인
검증을 수행하고, JTAG Device 상에 있는 핀의 연관성에 대한 그래픽
화면을 제공합니다.

보다 쉬운 제어를 위해 핀을 버스로 묶을 수 있고 신속하게 toggling
신호를 발생시켜 보드상의 커넥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hort 또는
open을 확인하는데 유용함. XJAnalyser는 시스템내의 JTAG Device 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STAPL/JAM 및 SVF 표준을 지원합니다.

Graphical circuit debugging
오실로스코프로 보드 주변의 네트를
검색할 때, 하나의 핀을 네트상에
toggle로 설정하고 다른 포인트에 있는
신호를 capture 하십시오. 또 다른 핀에
가 보면, 귀하가 원하는 신호를 더 이상
추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Device에 보내고 있는 신호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체인내의 Device 상에 수천 개의 핀/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핀들이 변하는 값들로
모니터링 하여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핀/볼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JTAG 체인의 interaction

섬세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보드에서
프로그래밍 혹은 부팅 없이
JTAG체인상의 Device들과 빠른
communication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I/O핀의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그래픽상에서
핀을 high, low 출력 혹은 토글(toggle)을
설정합니다.
핀을 함께 버스로 묶고 (예, “data” 혹은

•

•
•

매출을 증대시켜 줍니다—핀 값을
설정하고 신호를 확인하여, BGA
type device도 신속히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 타입에서 제조까지의
공정을 단축시켜 time to
market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Device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수의 다운로드 Tool이 필요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ddress”) 편리한 유닛 (hex, binary,
decimal)을 사용하는 값을 설정함으로써
JTAG에 연결된 모든 Device의 low-level
access를 간단하게 합니다.

보드에 damage를 방지합니다.
— 만약 당신이 어떠한 핀을 값을 다른
소스로부터 네트로 끌고가
충돌(conflict)이 발생할 상황 에
놓이도록 한다면, XJAnalyser는 경고를
발생합니다.

체인의 그래픽 화면

핀 리스트

원하는 체인의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핀/볼을 가진 Device에 대한
정보는 너무 복잡합니다. XJAnalyser
는 원하는 볼이나 핀을 확대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다른 영역을 보면서 JTAG Chain의
다양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습니다.

Flexible control

원하는 방식대로 JTAG 체인에서
Device를 제어합니다. XJAnalyser는
핀을 제어하는 세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직접 제어, 핀 리스트 혹은 핀
워치(watch)를 사용하여 제어. 또한
핀 워치(watch)는 핀들을 버스로
묶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성된 버스에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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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 창(watch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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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D 프로그래밍

Threeclick wizard
XJAnalyser는 빠르고 간단한 설치
마법사가 있어서 보드를 즉시
테스트하여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단지 JTAG Header와 적절한
BSDL 파일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XJAnalyser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XJAnalyser내에서 STAPL /JAM과 SVF
파일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보통 CPLD와 FPGA같은
Device들을 프로그램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파일들이 단일 Device를
가진 JTAG 체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XJAnalyser는 더 많은
Device가 있는 체인들 상에서 그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JTAG Device가 있을 경우
하나의 BSDL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XJAnalyser는 여전히 다른 Device들과
작동 할 것입니다.

특징
•
•
•
•
•
•
•

BGA 및 finepitch device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보드를 장착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BSDL 파일만
필요합니다
핀 상태를 설정합니다
— 예 high, low, toggling

쇼트, 단선, 및 기타 다른 신호를
추적합니다

핀/버스로의 용이한 low level access

다양한 줌크기와 분리된 화면을
갖는 핀/볼의 선명한 디스플레이
값이 변화하는 핀을 신속히 찾고
관찰합니다

•

SVF와 STAPL 파일로 Device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

Plug and play

•

실시간 communication

는 더 많은 것을
XJTAG는
선사 합니다…
상기의 모든 특징은 XJAnalyser 구매 시
포함됩니다. 지불 가격은 또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의견
축소 화면

확대 화면

•
Anthony Merry
최고 기술이사
Haliplex

XJTAG는 우리가 한층 더 신속하게 보드의 결함을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새 보드를 주문하는 엔지니어링 시간을 단축시키며, 버려지는 보드 수를
줄여서 연간 미화 100,000달라 이상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
“기타 다른 시스템들은 상세내용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테스트
기능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XJTAG는 강력한 기능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바운더리 스캔 체인 테스트는 시스템들 사이에서
현저히 차별화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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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JLink — 테스트 시 PC를 회로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USB 2.0 to JTAG
어댑터

유동적인 라이센스가 XJLink내에
있어서 어떠한 PC라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명용 하드웨어

전반적인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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