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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통신 보조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 전화기의 플래쉬 메모리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조인트 테스트 액션 그

룹(Joint Test Action Group ; 이하, JTAG 라 약칭함)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특히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MSM3000 칩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에서 부트(Boot) 영역

의 일부 프로그램이 깨지는 경우에, 전화기 자체의 분해 없이 외부에서 직접 JTAG를 연결하여 잘못된 프로그램을 다운로

딩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JTAG, MSM3000 칩, 프로그램 다운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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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전체 장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시스템 보드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JTAG 지그(JIG)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컴퓨터 2 : 컴퓨터 에뮬레이터

3 : 전화기 본체 4 : JTAG JIG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보조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 전화기의 플래쉬 메모리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JTAG를 연결하여 프

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 전화기는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내에 일부 중요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플래쉬 메모리 내의 프로그램이 깨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종래에는 이와 같이 플래쉬 메모리의 프로그램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 자체를 분해하여 플래쉬 메모리를 교체하여야 했다.

특히 최근 휴대 전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차세대 핵심 칩인 MSM3000(Mobile Station Modem 3000) 칩을 채용한 휴대 전

화기를 출시하고 있다.

이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MSM3000 칩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에서는 부트(Boot) 영역의 일부 프로그램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딩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와 같이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JTAG에 관련된 다음 신호들을

컴퓨터 에뮬레이터(Emulator)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재로딩 하였다.

JTAG에 관련된 신호로는 전화기 시스템 보드의 전원공급신호인 "VSYS", 컴퓨터 에뮬레이터의 전원공급신호 "3.0V_

JTAG", 컴퓨터 에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 입력신호 "JTAG_TDIN", 시스템 보드로부터 데이터 출력신호 "JTAG_

TDOUT", 동기를 위한 클럭신호 "JTAG_TCLK", CPU 내부의 TAP 제어상태신호인 "JTAG_TMS", 시스템 보드 초기화신

호 "JTAG_RST#", JTAG 초기화신호 "JTAG_TRST#", JTAG 모드로의 진입신호 "JTAG_TMODE"가 있다. 여기서 JTAG

모드로의 진입 조건은 JTAG 모드 진입신호의 값이 1이고(JTAG_TMODE==1), JTAG 초기화신호의 값이 0일 때(JTAG_

TRST#==0) 이다.

또한 이와 같이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게 전화기 자체를 분해하여 플래쉬 메모리를

교체하여야 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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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특히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MSM3000 칩이 내

장된 휴대 전화기에서 부트(Boot) 영역의 일부 프로그램이 깨지는 경우에, 전화기 자체의 분해 없이 외부에서 직접 JTAG

를 연결하여 잘못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의 특징은, JTAG 연결을 위한 시스템 보드를 포함하

는 휴대 전화기 본체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컴퓨터 에뮬레이터

와, 상기 전화기 본체와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의 JTAG 연결을 위한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JTAG 지그로 구

성된다.

여기서 상기 전화기 본체의 JTAG 연결을 위한 시스템 보드에는, 기본적으로 코딩 및 디코딩을 수행하며, JTAG 연결을 위

한 다수의 신호들을 제공하는 핀들이 포함된 MSM 칩과,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MSM 칩의 신호들과 정합되어 동작하는

다수의 신호들을 제공하는 핀들이 포함된 ICA 콘센트와,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드 동작 신호의 신호값에 따라, 상기

MSM 칩의 JTAG 관련 신호를 상기 ICA 콘센트에 전달하는 논리게이트와, 상기 MSM 칩에 일정한 전압을 제공하는 레귤

레이터가 구비된다.

또한 상기 전화기 본체에는, 외부에서 상기 전화기 본체에 JTAG 지그를 꽂았을 때,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드 동작 신

호의 신호값에 따라 상기 시스템 보드의 레귤레이터를 턴온(Turn on)시킬 수 있도록 스위칭 소자가 포함된 회로가 더 추

가된다.

그 밖에도 상기 JTAG 지그는, 외부에서 상기 전화기 본체에 상기 JTAG 지그를 꽂았을 때,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에 일정

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레귤레이터가 구비되며, 상기 JTAG 지그에는 상기 전화기 시스템 보드의 전원공급신호(VSYS)

와,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시키기 위한 신호(JTAG_TDIN)와, 상기 시스템 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출

력시키기 위한 신호(JTAG_TDOUT)와, 상기 시스템 보드와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의 타이밍을 동기 시키기 위한 클럭신

호(JTAG_TCLK)와, 상기 MSM 칩 내부 CPU의 TAP 제어상태신호(JTAG_TMS)와, 상기 시스템 보드의 상태를 초기화시

키는 신호(JTAG_RST#)와, 상기 JTAG 지그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신호(JTAG_TRST#)와,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

드 동작 신호(JTAG_TMODE)가 사용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

한다.

본 발명에서는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일부 프로그램이 깨졌을 경우, JTAG을 연결하여 이를 수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JTAG 연결을 위한 JTAG 지그(JIG)가 사용되는데, 이 JTAG 지그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휴대 전화기 모델에 상관없이 모

든 휴대 전화기의 프로그램 다운로딩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 JTAG 지그가 가능한 기존 전제는, 모든 휴대 전화기에 구비된 ICA 콘센트의 핀 할당이 동일하여, 모든 휴대

전화기가 동일한 ICA 커넥터를 사용한다는 데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MSM3000 칩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에서 부트(Boot) 영역의 일부 프

로그램이 깨지는 경우에, 컴퓨터 에뮬레이터와 전화기 본체를 외부에서 직접 JTAG 지그로 연결해 준다. 이를 도 1에 나타

내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전체 장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컴퓨터(1)와, 이 컴퓨터(1)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하는 컴퓨터 에뮬레이터(2)가 구비되며, 이 컴퓨터 에뮬레이터(2)와 전화기 본체(3)는 외부에서 직접 JTAG 지그

(4)에 의해 연결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시스템 보드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시스템 보

드는 기본적으로 MSM3000 칩(10)과, ICA 콘센트(ICA RECEPTACLE)(30)와, MSM3000 칩에 3V로 유지되는 일정한

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3V 레귤레이터(40)로 구성된다. 또한 JTAG 모드로의 진입을 위한 신호 TMODE에 의해 MSM3000

칩(10)의 JTAG 관련 신호를 ICA 콘센트(30)에 전달하는 논리게이트(20)가 구비된다. 이 논리게이트(20)에 제공되는

TMODE 신호값이 0일 때는 JTAG 모드이며, 반면에 TMODE 신호값이 1일 때는 일반 모드(NORMAL MO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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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보드에는 외부에서 전화기 본체(3)에 JTAG 지그(4)를 꽂았을 때 시스템 보드에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3V 레귤레이터(40)를 턴온(Turn on)시키는 회로가 추가된다. 이 회로는 TMODE 신호값에 따라 3V 레귤레이터(40)를 턴

온(Turn on)시킬 수 있도록 도통되는 트랜지스터(스위칭 소자)를 포함한다. 또한 시스템 보드에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이 회로에서는, 사용자가 전화기에 구비된 전원키를 눌렀을 때 내부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지하여 PS_HOLD 신호값

을 하이(High)로 함으로써, 3V 레귤레이터(40)가 턴온(Turn on)된다.

MSM3000 칩(10)에는 여러 핀이 할당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본 발명의 프로그램 다운로딩에 사용되는 핀으로는, 상기

ICA 콘센트(30)로 컴퓨터 에뮬레이터(1)의 데이터를 입력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JTAG_TDIN 핀과, 시스템 보드로

부터 ICA 콘센트(30)를 통해 데이터를 출력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JTAG_TDOUT 핀과, 시스템 보드와 컴퓨터 에

뮬레이터(1)의 타이밍을 동기 시키기 위한 클럭신호를 출력하는 JTAG_TCLK 핀과, MSM3000 칩 내부의 CPU의 TAP 제

어상태신호를 출력하는 JTAG_TMS 핀과, JTAG 지그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신호를 출력하는 JTAG_TRST# 핀이 있다.

또한 MSM3000(10) 칩에는 상기 나열된 핀들과 함께 동작되는 AUX_PCM_TDOUT 핀과, AUX_PCM_TDIN 핀과,

AUX_PCM_CLK 핀과, AUX_PCM_SYNC 핀과, MSM_DP_RI 핀이 존재한다.

다음 ICA 콘센트(30)에는 MSM3000 칩(10)에 할당된 핀들과 정합되어 동작하는 CAR_PCM_DOUT 핀과, CAR_PCM_

DIN 핀과, CAR_PCM_CLK 핀과, CAR_PCM_SYNC 핀과, CAR_DP_RI 핀이 존재한다.

다음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JTAG 지그(JIG)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서 JTAG 지그는 시스템측 ICA 커넥터와 컴퓨터 에뮬레이터 측의 커넥터를 연결시키며, 특히 JTAG 지그에는 외부

에서 전화기 본체(3)에 JTAG 지그(4)를 꽂았을 때 컴퓨터 에뮬레이터(2)에 3V로 유지되는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3V 레귤레이터(60)가 구비된다. 이 3V 레귤레이터(60)는 전화기 본체(3)에 JTAG 지그(4)를 꽂았을 때 제공되는 전원신

호 VSYS가 입력될 때 동작하며, 이 3V 레귤레이터(60)는 입력된 전원 VSYS로부터 3V의 일정한 전원 3V_EMUL를 컴퓨

터 레귤레이터(2)에 제공한다.

특히 JTAG 지그는 전화기 본체(3)와 컴퓨터 에뮬레이터(2) 간의 JTAG 연결에 관련된 신호 경로를 제공하는데, 상기 3V_

EMUL을 제외한 각 신호 경로를 통해 연결되는 신호로는 다음 나열된 것들이 있다.

먼저 전화기 시스템 보드의 전원공급신호인 "VSYS", 컴퓨터 에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 입력신호 "JTAG_TDIN", 시스템

보드로부터 데이터 출력신호 "JTAG_TDOUT", 동기를 위한 클럭신호 "JTAG_TCLK", CPU 내부의 TAP 제어상태신호인

"JTAG_TMS", 시스템 보드 초기화신호 "JTAG_RST#", JTAG 초기화신호 "JTAG_TRST#", JTAG 모드로의 진입신호

"JTAG_TMODE"가 있다.

여기서 JTAG 모드로의 진입 조건은 JTAG 모드 진입신호의 값이 로우(Low)일 때(JTAG_TMODE==L) 이다. 반면에

JTAG_TMODE==H 일 때는 일반 모드로써 MSM3000 칩의 본래 기능인 코딩과 디코딩을 위한 모드이다. 이와 같이 본 발

명에서는 JTAG_TMODE 신호값에 따라 JTAG 연결을 위한 신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JTAG_TMODE==L이고, JTAG 초기화신호 JTAG_TRST#==H 일 때 JTAG 모드가 된다.

시스템 보드가 풀-업(Pull-up) 상태일 때 JTAG 지그(4)를 전화기 본체(3)에 꽂으면, JTAG_TMODE 신호값이 변하고

TMODE가 JTAG 모드 상태로 된다.

특히 본 발명의 시스템측 ICA 콘센트에는 고주파 동축 핀(RF coaxial pin)이 이용되는데, 이는 JTAG_TMODE 신호를 연

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전화기를 분해하여 플래쉬 메모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특히 MSM3000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에서 부트(Boot) 영역의 일부 프로그램이 깨지는 경우에, 휴대 전화기 모델에 상관

없는 JTAG 연결을 위한 통합 지그(JIG)를 사용하여 잘못된 프로그램을 재로딩 할 수 있으므로, 휴대 전화기의 프로그램 수

정이 간단하고 관리비용도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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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JTAG 연결을 위한 시스템 보드를 포함하는 휴대 전화기 본체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그램 다운로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컴퓨터 에뮬레이터와,

상기 전화기 본체와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의 JTAG 연결을 위한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JTAG 지그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기 본체의 JTAG 연결을 위한 시스템 보드에는,

기본적으로 코딩 및 디코딩을 수행하며, JTAG 연결을 위한 다수의 신호들을 제공하는 핀들이 포함된 MSM 칩과,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MSM 칩의 신호들과 정합되어 동작하는 다수의 신호들을 제공하는 핀들이 포함된 ICA 콘센트와,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드 동작 신호의 신호값에 따라, 상기 MSM 칩의 JTAG 관련 신호를 상기 ICA 콘센트에 전달하

는 논리게이트와,

상기 MSM 칩에 일정한 전압을 제공하는 레귤레이터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

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기 본체에는,

외부에서 상기 전화기 본체에 JTAG 지그를 꽂았을 때,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드 동작 신호의 신호값에 따라 상기 시스

템 보드의 레귤레이터를 턴온(Turn on)시킬 수 있도록 스위칭 소자가 포함된 회로가 더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JTAG 지그는,

외부에서 상기 전화기 본체에 상기 JTAG 지그를 꽂았을 때,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에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레귤

레이터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JTAG 지그에는, 상기 전화기 시스템 보드의 전원공급신호와, 상기 컴퓨터 에뮬레이터로부터 데이

터를 입력시키기 위한 신호와, 상기 시스템 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출력시키기 위한 신호와, 상기 시스템 보드와 상기 컴퓨

터 에뮬레이터의 타이밍을 동기 시키기 위한 클럭신호와, 상기 MSM 칩 내부 CPU의 TAP 제어상태신호와, 상기 시스템

보드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신호와, 상기 JTAG 지그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신호와, 상기 JTAG 연결을 위한 모드 동작

신호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용 프로그램 다운로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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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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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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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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