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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렬포트 드라이버(GIVEIO) 설치  

Window XP 또는 Window 2000에 설치되는 병렬포트 드라이버는 „GIVEIO‟라는 드라이

버이다. 

다음은 „GIVEIO‟ 드라이버의 파일 목록이다. 

 

 ls LPT_driver 

GIVEIO.INF 

GIVEIO.INI 

GIVEIO.SYS 

 

1.1. Windows XP에 LPT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 

- C:\WINDOWS\system32\drivers 폴더에 GIVEIO.SYS 파일을 복사한다. 

- 제어판  새 하드웨어 추가  다음 실행 

 
- 아래 화면에서 „다음‟ 실행 

 

- „새 하드웨어 장치 추가‟를 선택하고 „다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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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서 직접 선택한 하드웨어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 실행 

 

- „모든 장치 표시‟를 선택하고 „다음‟ 실행 

 

- „디스크 있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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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IO.INF‟ 파일을 열고 아래 화면이 나오면 „다음‟ 실행 

 

- „GIVEIO.INF‟ 파일을 열고 아래 화면이 나오면 „다음‟ 실행 

- 아래 화면에서 „계속‟ 실행 

 

- „마침‟을 클릭하면 LPT 드라이버 설치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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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indows 2000에 LPT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 

- C:\WINNT\system32\drivers 폴더에 GIVEIO.SYS 파일을 복사한다. 

- 제어판  하드웨어 추가/제거 실행  다음 

- 장치 추가/문제 해결 선택  다음 

- 새창치 추가 선택 

 

- 다음 창에서 „아니오, 목록에서 하드뤠어를 선택합니다. „ 선택 

 

- 아래 창에서 „기타장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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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있음‟을 선택하고 „GIVEIO.INF‟ 파일을 찾는다.  

 

2. 병렬포트를 사용한 Flash 프로그래밍 

 

현재 Paralle JTAG Programming이 지원되는 CPU는 EAGLE, GMX1000, EOS로 NAND

와 NOR flash programming은 “eisc_jtag_nand.exe” 와 “eisc_jtag_nor.exe” 프로그램이 

각각 사용된다. 

 

Eisc_jtag_nand.exe 

EAGLE, GMX1000, EOS에서 Parallel 포트를 사용하여 

NAND flash에 프로그램 코드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

용된다. 

Eisc_jtag_nor.exe 

EAGLE, GMX1000, EOS에서 Parallel 포트를 사용하여 

NOR flash에 프로그램 코드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

된다. 

 

 

2.1. JTAG NAND Flash programming 

다음은 „eisc_jtag_nand.exe‟ 프로그램 옵션이다. 

 

Eisc_jtag_nand.exe 옵션  

-C [CPU] 

CPU 이름을 명시하는데 사용된다. 이 옵션은 항상 사용

되어야 한다. 

예: -C EAGLE, -C GMX1000, -C EOS 

-f [filename] NAND flash에 저장할 Binary 파일 이름을 명시한다. 

-o [offset address] 

or 

-b [number of blocks] 

NAND에 프로그램하는 주소를 명시할 때 사용된다. 

“-o” 옵션 뒤에서는 Hex 값으로 NAND의 Offset 

address가 직접 사용된다. 

“-b” 옵션은 0, 1, 2, … 와 같은 Block 번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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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옵션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하며 이 옵션이 없으면 

offset은 0이 사용된다. 

-eall Flash를 모두 지울 때 사용된다. 

-j JTAG ID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t 

CPU의 모든 핀 (아날로그 핀과 CS 핀들은 제외)들에 구

형 파형이 출력되도록 한다. 

PCB 검증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NAND Flash Programming에 사용된 „eisc_jtag_nand.exe‟ 의 사용예이다. 

 

 eisc_jtag_nand.exe –C EAGLE –f boot.bin 

 EAGLE CPU, NAND 0 번째 block 에 ‘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eis_jtag_nand.exe –C EOS –b1 –f u-boot.bin 

 EOS CPU. NAND 1 번째 block 에 ‘u-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eis_jtag_nand.exe –C EOS –o0x4000 –f u-boot.bin 

 EOS CPU. NAND 0x4000 주소에 ‘u-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eisc_jtag_nand.exe –C EOS –f nand_boot.bin 

 EOS CPU, NAND 0 번째 block 에 ‘nand_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eisc_jtag_nand.exe –C GMX1000 –t 

 GMX1000 CPU 의 모든 핀에 구형파를 출력한다. 

 eisc_jtag_nand.exe –C EAGLE –j 

 EAGLE CPU 의 JTAG ID 를 확인한다.  

 

2.2. JTAG NOR Flash programming 

다음은 „eisc_jtag_nor.exe‟ 프로그램 옵션이다. 

 

Eisc_jtag_nand.exe 옵션  

-C [CPU] 

CPU 이름을 명시하는데 사용된다. 이 옵션은 항상 사용

되어야 한다. 

예: -C EAGLE, -C GMX1000, -C EOS 

-F [Flash Name] 

Nor Flash의 이름을 명시한다. 

이 옵션이 없으면 콘솔창에서 사용되는 Flash를 선택하도

록 한다. 

** Flash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말고 콘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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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하길 추천하다. 

-w[Bus width of flash] 

Flash의 데이터 버스 폭을 명시한다. 8 또는 16를 사용할 

수 있다.  

예: -w8, -w16 

** 시스템 버스 폭이 아님에 주의하라. 

-i[Interleave of flash] 

시스템에 flash가 몇 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시한다. 1 or 

2가 지원된다.  

예: -i1, -i2 

-f [filename] NOR flash에 저장할 Binary 파일 이름을 명시한다. 

-o [offset address] 

NAND에 프로그램하는 주소를 명시할 때 사용된다. 

“-o” 옵션 뒤에서는 Hex 값으로 NOR의 Writing address

가 사용된다. 

-eall Flash를 모두 지울 때 사용된다. 

-j JTAG ID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t 

CPU의 모든 핀 (아날로그 핀과 CS 핀들은 제외)들에 구

형 파형이 출력되도록 한다. 

PCB 검증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NOR Flash Programming에 사용된 „eisc_jtag_nor.exe‟ 의 사용예이다. 

 

 eisc_jtag_nor.exe –C EAGLE –w16 –i1 –f boot.bin 

 EAGLE CPU, NOR flash 의 0 주소에 ‘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eis_jtag_nor.exe –C EOS –w8 –i2 –f u-boot.bin 

 EOS CPU, NOR flash 의 0 주소에 ‘u-boot.bin’ 파일을 저장한다. 시스템 버스는 

16bit 가 된다. 

 eisc_jtag_nor.exe –C GMX1000 –t 

 GMX1000 CPU 의 모든 핀에 구형파를 출력한다. 

 eisc_jtag_nor.exe –C EAGLE –j 

 EAGLE CPU 의 JTAG ID 를 확인한다.  

 

다음은 버전별 지원되는 Flash 모델명이다. 

 

Version 지원되는 NOR Flash Type 

1.00 
EN29LV040A 

S29AL0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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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9AL004D 

AM29LV040B 

S29GL064M 

SST39VF6401 

 

다음 화면은 EOS 개발 보드에서 S29GL064M flash에 파일을 저장하는 화면이다. 

S29GL064M flash는 보드에서 16bit로 1개의 flash가 인터페이스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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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렬포트 JTAG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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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vision History 

EISC_JTAG_NAND.EXE 

Revision No.   

Ver 1.00 Initial release  

Ver 1.01 8G08 지원 추가  

Ver 1.02 버그수정 

„GMX1000_NAND_RB_IN‟ boundary 정의 수정 

 

Ver 1.03 4G08 지원 추가 

(Hynix 4G에서 확인) 

 

Ver 1.03.1 nand_write_address() 함수에서 배열 인덱스 편집오류 수정  

 

EISC_JTAG_NOR.EXE 

Revision No.   

Ver 1.00 Initial release 

지원 확인된 Flash Model 

    EN29LV040A,    S29AL008D,    AM29LV040B, 

    S29GL064M,     K8D6316,       SST39VF6401 

 

Ver 1.01 EN29LV040 Flash 사용시 Writing 오류 수정 

Erase 명령전에 Reset 명령을 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