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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성

• 시니어컴 51PROGRAMMER (SC-B51A)의 제품 구성은

SC-B51A 본체와 시리얼 통신용 케이블, 그리고

DC 12V 아답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C-B51A의 전용 윈도우 프로그램으로써 scs51pro Ver1.0 이 홈페이지의 제
품 자료실을 통해 제공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eniorcom.co.kr

http://www.senior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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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특징

▣ 제품사양
- ATMEL 89Cxx 계열 MPU 내부 프로그램메모리 라이터
- 윈도우즈용 사용자 프로그램(scs51pro Ver 1.0 )  
- 40Pin TextTool 탑재
- PC와 RS232 통신

▣ 제품설명
- ATMEL사에서 판매되는 플래시 탑재형의 89계열 MPU에

프로그램을 라이트 할 수 있다.
- DC 12V 300mA 아답터, 시리얼케이블, 윈도우(98/Me/2000) 용 S/W 제공.

▣ 지원 디바이스 (ATMEL)
- AT89C51, AT89C52, AT89C55, AT89C51-5, AT89C55-5 
- AT89C1051U, AT89C2051, AT89C2051X2, AT89C4051 
- AT87F51, AT87F52 
- AT87LV51, AT87LV52, AT89LV52, AT89LV55 
- AT89S53, AT 89S8252 
- AT89LS53, AT89LS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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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1. 설치방법

2. 프로그램 로드 순서

3. 디바이스 설정(SELECT)

4. 디바이스 데이터 읽어오기(READ) 

5. 디바이스 Blank Check

6. 디바이스 지우기(ERASE)

7. 디바이스에 로드하기(PROGRAM)

8. 데이터 비교하기(VERIFY)

9. Lock Bit 설정(SECURITY)

10. 자동 실행 명령 (AUTO)

11. HEX EDITOR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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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1. scs51pro.exe을 실행했을 때
처음 실행화면입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1. scs51pro.exe을 실행했을 때
처음 실행화면입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설치할 폴더를 정하는 화면입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설치 폴더를 변경
합니다. 
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
Seniorcom\SC-B51A” 입니다.

2. 설치할 폴더를 정하는 화면입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설치 폴더를 변경
합니다. 
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
Seniorcom\SC-B51A” 입니다.

4.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시작 – 프로그램 – Seniorcom
-scs51pro Ver 1.0 을 실행하여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4.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시작 – 프로그램 – Seniorcom
-scs51pro Ver 1.0 을 실행하여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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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 프로그램 쓰기 순서

• scs51pro v1.0 은 인텔 HEX 포맷 파일만을 지원합니다.
• HEX 파일을 Device에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SELECT)
2. HEX 파일을 버퍼에 로딩한다. (FILE OPEN)
3. DEVICE가 지워져 있는지 검사한다. (BLANK CHECK)
4. 지워진 상태가 아니라면 지운다. (ERASE)
5. HEX 파일을 DEVICE에 쓴다. (PROGRAM)
6. LOCK BIT 설정을 한다.(SECURITY)

• DEVIC에 쓰여진 내용을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딩한 HEX 파일과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를 비교한다.(VERIFY)
2. DEVICE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HEX EDITOR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 자세한 사용법은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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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행하기

• SC-B51A v1.0 을 처음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
습니다.

1

2
3

4

5

6

1. 툴바 – HEX 파일오픈, 저장하기, 버퍼편집, Device 선택, 자동실행,
Blank Check, 읽기, 쓰기, 비교검사, Lock Bit 설정, 지우기 기능

2. Device Info – 선택한 Device 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3. COM – 사용할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COM1을 사용한다. 
4. Lock Bit Setting 옵션 설정 –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설정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Device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세요.

5. Message – 모든 메시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6. 상태바– 현재 진행 명령, 진행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리얼

포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행시에는 CONNECT : ON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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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설정(SELECT)
• Device -> Select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 원하는 DEVICE를 선택해서 “OK” 클릭하면 된다.
• 지원가능한 DEVICE 목록이 표시 됩니다.
• 사용하고자하는 DEVICE를 선택하였다면 Message 창에

< Device Setting OK! >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맞지않는 DEVICE를 선택하였다면 Message 창에

< Device Setting failed! > 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만일 프로그래머(SC-B51A) 가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 Can't find PROGRAMMER (SC-B51A)! > 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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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설정(SELECT)

1

2

3

1. SELECT 버튼을 누르면 Device Select 창이 뜨며 사용할
Device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Device Info 부분에는 선택한 Device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3. Message 창에는 프로그램세의 Device Library를 불러오며,
51프로그래머의 TextTool에 삽입된 Device와 맞는지 여부
를 보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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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데이터 읽어오기(READ)
• Device -> Read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에

쓰여져 있는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습니다.

• READ 명령의 실행이 끝난 후 자동으로 HEX 에디터 창이 뜨면서 Device로부
터 읽어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 FILE명이 < READ Data from device >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scs51pro v1.0 에서는 하나의 버퍼를 사용하므로, 파일로부터 로딩된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 HEX 에디터에 대한 것은 HEX EDITOR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READ Data from device >< READ Data from de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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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데이터 읽어오기(READ)
• 아래 그림과 같은 Hex Editor가 띄어집니다.

Device에 프로그램을 쓰기 전의 상태를 불러왔을 경우
모두 “FF”로 되어 있습니다. (Blank 상태)

Device에 프로그램을 쓴 후의 상태를 불러왔을 경우
윗 그림과 다르게 데이터가 변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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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Blank Check
• Device 에 HEX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Device가 지워진 상태이어야

합니다.
• 지워진 상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Blank Check를 합니다.

• Device –> Blank Check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에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지워진 상태라면 < Blank Check : Blank! >란 메시지가,
• 지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 Blank Check : Written!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

다.

< Blank! > 비어 있다.
<Writtien! > 쓰여져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Blank! > 비어 있다.
<Writtien! > 쓰여져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Blank CheckBlan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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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데이터 지우기(ERASE)
• Device 에 HEX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Device가 지워진 상태이어야

합니다.

• Device –> Erase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에

쓰여져 있는 모든 데이터는 지워 집니다.
• 성공적으로 지워졌다면 < Erase Success!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ERASE 명령의 실행이 끝난 후 READ 명령을 이용하여 Device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데이터가 “FF”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READ 명령 이외에도 Blank Check 명령을 이용하여 지워졌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READ Data from device >< READ Data from device >



http://www.seniorcom.co.kr14

디바이스 데이터 지우기(ERASE)

지우기 버튼지우기 버튼

• 이상 없이 지워졌을 때 < Erase Success!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실패시에는 < Erase Failed! > 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 이상 없이 지워졌을 때 < Erase Success!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실패시에는 < Erase Failed! > 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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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 로드하기(PROGRAM)
• Device -> Program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에 버퍼에 있는 HEX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쓰기에 성공하였다면 메시지 창에 < Program Load Success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데이터 쓰기에 실패하였다면 메시지 창에 < Program Load Failed! > 라는 메
시지를 보여줍니다.

• 데이터 쓰기에 실패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바이스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 불러온 Hex 데이터가 없을 때 혹은 버퍼가 비워져 있을 때 는 < Buffer 

is empty! >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아무런 내용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 시리얼 포트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51프로그래머(SC-B51A)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로 이때는 < Can’t find Programmer (SC-B51A)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http://www.seniorcom.co.kr16

디바이스에 로드하기(PROGRAM)

Program 버튼Program 버튼

Device 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자동적으로

Blank Check 를 실행하게 됩니다.

Device 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자동적으로

Blank Check 를 실행하게 됩니다.

• 쓰기 성공시 < Program Load Success >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패시에는 < Program Load Failed! >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 쓰기 성공시 < Program Load Success >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패시에는 < Program Load Failed! >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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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파일과 Device 비교(VERIFY)
• Device -> Verify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와 로딩한 HEX 파일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 비교한 결과가 같다면

< Hex Data is equal with Device Data!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 비교한 결과가 같지 않다면

< Hex Data is not equal with Device Data!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 DEVICE에 데이터를 로딩한 후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 Verify 할 때의 주의점은 Device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은 현재 Buffer의 데

이터이기 때문에 Edit Buffer 명령을 사용하여 편집을 하였다면 비교 결과가
원하는 값과 틀릴수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niorcom.co.kr18

Hex파일과 Device 비교(VERIFY)

버퍼의 내용(불러온 Hex 파일)과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의 내용이 다를 때

버퍼의 내용(불러온 Hex 파일)과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의 내용이 다를 때

Verify 버튼Verify 버튼

버퍼의 내용(불러온 Hex 파일)과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의 내용이 같을 때

버퍼의 내용(불러온 Hex 파일)과 Device에
쓰여진 데이터의 내용이 같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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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Bit 설정(SECURITY)
• Device – Lock Setting 혹은 를 클릭하면

Device 의 내용을 읽어 올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 Lock Setting을 한 후 READ 명령을 주면 모두 “FF”로 된 값을 읽어 오게 됩니

다.
• Lock Setting 설정은 아래 그림의 라디오 버튼을 이용합니다..

• Lock Bit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Device 의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Lock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 Lock Setting OK! >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 Lock 설정이 실패하였다면
< Lock Setting failed! >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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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Bit 설정(SECURITY)

Lock 설정 버튼Lock 설정 버튼

Lock 옵션 설정Lock 옵션 설정

Lock Setting 정상 완료되었다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Lock Setting 정상 완료되었다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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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실행 (AUTO)
• Device –> Auto  혹은 를 클릭하면 디바이스 선택

한 후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 AUTO기능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1. 디바이스를 지웁니다. (Erase)
2. 제대로 지워졌는지를 검사합니다. (Blank Check)
3. 프로그램 쓰기를 합니다. 
4. Lock Setting에서 설정된 값으로 Security (Lock Setting)을 하고 모

든 과정을 끝냅니다.

•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순서적
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 Device Setting OK!
2. Erase Success
3. Blank Check : Blank!
4. Program Load Success
5. Lock Setti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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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실행 (AUTO)

Auto 버튼Auto 버튼

Auto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
그림에서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1. Erase 
2. Blank Check 
3. HEX 데이터 쓰기
4. Lock Setting

Auto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
그림에서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1. Erase 
2. Blank Check 
3. HEX 데이터 쓰기
4. Lock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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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Editor 사용 방법
• Buffer – Edit Buffer 혹은 를 클릭하면 불러온

Hex 파일(Buffer)을 편집할 수 가 있습니다.
• Edit Buffer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창이 실행됩니다.

불러온 Hex File 명불러온 Hex File 명

AddressAddress
Hex CodeHex Code Ascii 

Code

Ascii 
Code

• Clear : 모든 데이터를 지운다. 즉, 모든 데이터가 “FF”로 바뀌게 됩니다.
• Apply : 적용 버튼을 눌러야 편집한 내용이 Buffer에 저장되게 됩니다.
• Cancel : 편집한 모든 것을 취소하고 종료합니다.

단, 한번 Apply 한 내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http://www.seniorcom.co.kr24

4. 사용상 주의사항
• PC의 시리얼 포트 통신을 이용할 때에 여러가지 이유로 시리얼 포트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C-B51A v1.0 은 포트 고장 방지를 위해서 동작시에만 연결(CONNECT : 

ON)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리얼포트를 고장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포트에서 케이블을 분

리할 시에는 항상 전원을 제거하고 PC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닫고 케
이블을 분리 한다면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문의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eniorcom.co.kr
• 홈페이지 한글 주소 : 시니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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