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징 후, JTOOL-MKII-1을 ‘AVRISP 무선 다운로더’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MOD-BT-1을 JTOOL-MKII-1에 장착합니다.(* 주의 : 핀 신호에 맞도록 연결 필수!!!) 

(2) 퓨징하고자 하는 타겟 모듈을 동봉한 케이블이나 다른 케이블을 이용하여 JTOOL-MKII-1과 

연결합니다. 커넥터 연결하는 방법은 ‘AVRISP MKII 다운로더’로 사용시의 경우와 같습니다. 

(3) JTOOL-MKII-1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원 공급은 ‘USB 커넥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공급하거나, ISP나 PDI/TPI 커넥터의 VCC 라인에 외부 +5V 전원을 연결한 후, ‘ISP+5V 공급 

점퍼’를 연결(Short)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의 : 타겟 전원이 +5V가 아닌 경우는 

VCC 라인에는 타겟 전원을 연결하고, ‘ISP+5V 공급 점퍼는 연결하지 않은(Open) 상태에서 2핀 중 

아래쪽 핀에 타겟에서 공급하는 +5V 전원을 따로 연결해야 합니다!!!) 

(4) 마스터모드의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장착한 PC에서 JTOOL-MKII-1에 장착된 블루투스와 

페어링을 시도하여 연결합니다.. 연결과정에서 필요시, 블루투스 모듈 이름은 ‘HC-05’을, 

패스워드는 ‘1234’를 사용합니다.. 

(5) 페어링이 이루어진 이후, PC에서 AVR Studio 4 등의 개발환경을 이용하여 AVRISP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유선 UART 케이블(RS232C 또는 USB 케이블 등)로 연결된 경우와 동일합니다. 

 

 

전화 : 042-486-0761,  팩스 : 042-486-0763 

이메일 : jcnet@jcnet.co.kr, 홈페이지 : www.jcnet.co.kr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17 번길 66 (만년동) 골드타워 526 호 

 

제이씨넷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씨넷은 앞으로도 유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JTOOL-MKII-1 : AVRISP MKII/무선 다운로더 사용자 설명서 
 

1. JTOOL-MKII-1 소개 

 

JTOOL-MKII-1은 USB 방식을 사용한 AVRISP MKII 다운로더로, 다양한 AVR 시리즈 (ATxmega, ATmega, 

AT90, ATiny)에 대하여 빠른 다운로드가 가능한 모듈입니다. 또한, 블루투스시리얼모듈(JMOD-BT-1)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무선 ISP 다운로더로 변신하여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을 제공하므로써 다양한 응용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JTOOL-MKII-1 의 9대 특징 

 

 Atmel 사의 AVRISP MKII 다운로더 기능 수행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JMOD-BT-1) 장착시 무선 ISP 다운로드 가능 수행 (* 펌웨어 수정 필수!!!) 

 거의 모든 AVR 계열 (ATxmega ATmega, AT90, ATiny) 칩 퓨징 가능 

 ISP(ATmega용) 커넥터 및 PDI(ATxmega용)/TPI(ATiny용) 커넥터 제공 

 USB를 이용한 빠른 다운로드 속도 제공 

 AVR Studio 4, AVR Studio 5. Atmel Stuio 6 및 Codevision 환경에서 동작 가능 

 1.8V~5V의 타겟 시스템에서 모두 동작 가능 

 타겟 시스템에 5V 전원 공급 가능 

 아두이노 모듈의 업로드용 인터페이스 제공 (* 기능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제이씨넷 문의 요망) 

 

3. JTOOL-MKII-1 구성 물품 

 

(1) JTOOL-MKII-1 모듈 : 1개 

(2) USB-mini-to-USB-A 연결 케이블 (1 m) : 1개 

(3) 6핀 ISP 케이블 : 1개 

(4) JTOOL-MKII-1 사용자 설명서 : 1부 

(5) JTOOL-MKII-1 용 USB 드라이버 (구매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4. JTOOL-MKII-1 외관 및 구성 

 

JTOOL-MKII-1의 외관 및 부품 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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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TOOL-MKII-1 사용 방법 

 

JTOOL-MKII-1은 크게 AVRISP MKII 다운로더로 사용할 경우와 AVRISP 무선 다운로더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사용 방법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JTOOL-MKII-1은 출하시 ‘AVRISP MKII 다운로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JTOOL-MKII-1 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며,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구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5.1  AVRISP MKII 다운로더로 사용 시 

 

(1) 퓨징하고자 하는 타겟 모듈을 동봉한 케이블이나 다른 케이블을 이용하여 JTOOL-MKII-1과 

연결합니다. 이 때, ATmega 시리즈를 연결하는 경우는 ‘ISP 커넥터’에 연결하고, ATxmega 또는 

AT90 또는 ATiny 시리즈를 연결하는 경우는 ‘PDI/TPI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타겟의 신호선과 일치하는 핀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 ‘PDI 커넥터’와 ‘TPI 커넥터’는 동일한 

‘PDI/TPI 커넥터’이며, 핀의 의미만 ‘PDI/TPI 선택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핀 번호 ISP 커넥터 PDI 커넥터 TPI 커넥터 

1 MISO DATA DATA 

2 VCC VCC VCC 

3 SCK SCK NC(Not Connected) 

4 MOSI NC(Not Connected) NC(Not Connected) 

5 RESET* RESET* SCK 

6 GND GND GND 

 

(2) ATxmega 시리즈를 연결하는 경우는 ,’PDI/TPI 선택 스위치’를 PDI 위치(그림에서 아래쪽)로 위치시

키고, AT90 또는 ATiny 시리즈를 연결하는 경우는 PDI/TPI 선택 스위치를 TPI 위치(위쪽)로 위치시

킵니다.( ATmega 시리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이 스위치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USB 커넥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케이블을 다시 PC의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4) 개발환경을 실행시키고 (여기서는 ‘Atmel Studio 6.0’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메뉴에서 [Tools][Device Programming]을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5) 왼쪽 위 메뉴에서 [Tool]은 ‘AVRISP mkII’를 선택하고(6-1), [Device]는 퓨징하고자 하는 칩을 

선택하며(6-2), [Interface]는 ISP, PDI, TPI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한 후(6-3),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6-4) 

(6)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evice Signature] 오른쪽의 [Read]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7-1), 값이 제데로 읽혀야 하며, [Target Voltage] 값도 3.3V ~ 5V 이내로 읽혀야(7-2) 정상입니다. 

(7) 왼쪽 중간 메뉴에서 [Memories]를 클릭하고(8-1), 나타나는 화면에서 [Flash]의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8-2)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후, [Program] 버튼을 클릭하면(8-3)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됩니다. 

(8) 화면 아래쪽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된 것 같이, ‘Erase’, ‘Programming’, ‘Verifying’ 결과가 모두 

‘OK’로 나타나면(9-1) 프로그램이 제대로 다운로드된 것입니다. 

 

 

5.2  AVRISP 무선 다운로더로 사용 시 

 

JTOOL-MKII-1을 ‘AVRISP 무선 다운로더’로 사용하려면 먼저 펌웨어를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펌웨를 변경(퓨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SB 커넥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케이블을 다시 PC의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2) ‘HWB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RESET 스위치’를 1초 정도 눌렀다 뗀 후, ‘HWB 스위치’를 뗍니다.. 

(3) FLIP 프로그램을 수행시킵니다.(구매사이트 다운로드 가능) 다음 페이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디바이스 버튼’을 누른 후 ‘ATmega16u2’를 선택합니다. 

(5) ‘통신 버튼’을 누른 후 ‘USB’를 선택하고, [OPEN]을 클릭합니다. 

(6) 메뉴에서 [File][Load HEX File…]을 선택하고, ‘AVRISP_wireless.hex’(구매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선택합니다. (추후 원상태로 되돌릴 때는 ‘AVRISP-MKII.hex’를 선택한 후 이후 진행) 

(7) 화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고 화면 왼쪽 

디스플레이창에 ‘Erase’, ‘Program’, ‘Verfy’ 항 왼쪽 동그라미가 초록색이 되면 정상입니다. 

(8)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JMOD-MKII-1은 AVRISP 무선다운로더로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6-1) (6-2) (6-3) (6-4) (7-1) (7-2) 

(8-1) 

(8-2) 

(9-1) 

(8-2)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