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rog Gang 4x 
 

 
 

제품 특징 

 

Uprog Gang 4x 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른 Gang 프로그래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Gang 

프로그래머는 네 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모듈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범용 48 핀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한 대의 Gang 프로그래머에서 서로 다른 패키지 아답타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한 대에 4 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모듈들  

- 빠른 USB 2.0 인터페이스, 최대 480 Mbit/s 인 HighSpeed 모드  

- FPGA 기반의 특수 마이크로프로세서 (20 ns cycle)  

- 4 개의 in-circuit programming 커넥터 (SPA)  

- 모든 DIL 디바이스들에 아답타 불필요  

- 데이터 저장을 위한 Compact Flash 카드  

- 지원디바이스들 : EPROM, EEPROM, FLASH, GAL, PAL, PALCE, CPLD, 

microprocessors 8 / 16-bit  

- Adapter Creator 기능으로 타사 제품 아답타들도 사용 가능  

- Windows 2000/XP/Vista 지원  

- ESD 보호와 그라운딩을 위한 케이스의 바나나 잭  

- 다양한 색상의 상태 LED : power, busy, error, good  

 

In-Circuit Programming Connector (ICP) 기능 

 

Uprog Gang 4x 는 인-서킷 프로그래밍을 위한 내장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SPI, I2C, 

BDM, JTAG, 1 WIRE, 3 WIRE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작업하는 칩들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최고의 데이터 속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호 전압 레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압 레벨 조정 (1.2V - 5V)  

- 빠른 데이터 전송  

- 롬라이터와 프로그램되는 디바이스 간의 유연한 연결  

- VPP, VZZ, GND, CLK 와 6 universal IO pin 연결 가능  

 



 

 

 
 

디바이스 자동검사 기능 

 

Uprog 롬라이터는 프로그래밍 시작 전에 모든 핀들이 소켓에 잘 접촉되어 있는지 항상 검사합니다. 

이는 프로그램되는 디바이스들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사용자는 항상 자신의 칩을 부정확하게 

삽입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접축이 불량한 핀은 붉은 라벨로 표시됩니다. 

  



 

 

 

 

Adapter Creator 기능 

 

Uprog 시리즈 롬라이터만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많은 아답타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는 아답타의 구조를 스캔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선택한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리스트는 신속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료입니다. IC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무료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