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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벤트 테스터 및 필드 프로그래밍가능한 게이트 어레이(FPGA)의 조합, 또는 에뮬레이터 보드를 이용하여 컴플렉스 

IC의 설계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설계 유효화 방법에서는 오늘날 설계 검증에 있어서 병목인 로직

시뮬레이션이 필요없다. 설계 검증 흐름에 슬로우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를 위한 설계가 완성(taped-o

ut)되기 전에 연장성 설계 검증이 행해질 수 있고, 연장성 설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전에 프로토타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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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플렉스 IC의 설계 유효화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로직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지 않고 고속으로 그리고 저 비용으로 이벤트 기반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시스템-온-칩과 같은 컴플렉

스 IC 설계를 평가 및 검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 VLSI 설계는 베리로그(Verilog) 및 VHDL과 같은 고 레벨 기술 언어를 이용하는 블록 및 서브 블록으로서 설

명된다. 이러한 베리로그/VHDL 설계는 베리로그/VHDL 로직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및 게이트 레벨에서 시뮬

레이션된다. 이러한 설계 환경을 전자 설계 자동화(EDA) 환경이라 한다. EDA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은 그 설계가 

실리콘 IC로 제조되기 전에 기능 및 성능을 검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에는, 시뮬레이션 속도가 너무 느려

서 풀-칩 시뮬레이션을 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설계가 부분적으로만 검증된다.

설계 검증은, 완전한 기능 검증 없이는 설계 에러가 발견되지 않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IC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중 하나이다. 동시에, 풀-칩 레벨 설계 검증은 생산 개발 사이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현재의 느린 시뮬레이션 속도 및 큰 설계 사이즈 때문에, 칩 레벨 설계 검증은 현재의 기구 및 방법으로는 거의 불

가능한 작업이다 (M. Keating and P. Bricaud, 'Reuse methodology manual for system-on-chip design', Kluwer

Academic publishers, 0-7923-8175-0, 1998; R. Rajsuman, 'System-on-a-chip: Design and Test', Artech ho

use Publishers Inc., ISBN 1-58053-107-5, 2000 참조).

설계 검증은 상기한 SoC와 같은 임의의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중요 작업중 하나이다 (R. Rajsuman, 'System-on-a-

Chip: Design and Test', 2000 참조). 설계 검증이란,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이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스템 동작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설계 검증의 목적은 제조물이

의도한 대로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복잡한 IC의 설계 검증은 하드웨어 동작의 검증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 동작에는 기능성 및 타이밍 성능 모두가 포함된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설계 검증이, 연장성 행위(e

xtensive behavioral), 로직, 및 타이밍 시뮬레이션, 및/또는 이뮬레이션, 및/또는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에 의해 이루

어진다.

IC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스펙 개발 및 RTL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코딩과 함께, 행위 레벨이 개발되어 테스트벤

치가 시스템 시뮬레이션용으로 생성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그 목적은 일반적으로 블록 레벨 테스트 조(test suite

s) 및 테스트 케이스의 양호한 세트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것은 타임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RTL) 설계에 의해 행해

지며 기능성 모델이 특정화된다. 효율적인 검증은, 테스트 품질, 테스트벤치의 완전도, 다양한 모델의 추상 레벨, EDA

기구 및 시뮬레이션 환경에 의존한다.

설계 검증 전략에는 설계 계층 구성(hierarchy)이 뒤따르게 된다. 먼저, 도립적 방식으로 정정을 위해 리프 레벨 블록

을 검사한다. 이 블록의 기능성을 검사한 후, 트랜잭션 타입 및 데이터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정정을 위해 그 블록 간에

인터페이스를 검사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풀-칩 모델 상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테스트벤치를 실행시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칩 상에서 런타임 실행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코-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명령 세트 아키텍쳐(ISA) 레벨, 버스 기능 모델(BFM) 레벨에서, 또는 행위 C/C++ 모델

을 이용하여 코-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코-시뮬레이션에 더하여, 오늘날 검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술

은 이뮬레이션 및/또는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이다 (C. Flynn 'Developing an emulation environment', Integrated S

ystem Design Magazine, pp. 46-52, April 2001; A. Dieckman 'HW-SW co-verification with emulation, co-si

mulation and FPGA based prototyping', Proceedings of Design and Test in Europe, pp. 98-101, 2001; R. Ulri

ch et al. 'Debugging of FPGA based prototype-A case study', Proceedings of Design and Test in Europe, pp.

109-113, 2001 참조).

이뮬레이션 시스템 비용(약 1백만 달러)은 상당히 높지만, 그 속도는 코-시뮬레이션의 속도보다 매우 빠르다(이뮬레

이션은 약 100k 내지 1M 클록 사이클/초의 속도를 제공한다). 상이한 레벨에서의 설계 설명의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속도 비교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BFM은 버스 기능성 모델 레벨을 의미하며, ISA는 명령 세트 

아키텍쳐 레벨을 의미하며, RTL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을 의미한다. 또한, 도 1에서의 '로직'은 네트리스트(netlis

t)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게이트 레벨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기구 및 방법론중 어떠한 것에서도 설계 검증을 위한 소프

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연장성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양의 칩 기능만이 검증된다.

엔지니어가 최초의 실리콘을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도, 웨이퍼 레벨에서 테스트하면 설계의 약 



공개특허 10-2004-0007463

- 3 -

80%만이 제대로 되지만, 처음으로 시스템 내에 도입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 주요 원인은 실

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충분한 양으로 시스템 레벨을 검증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FPGA 기

반 프로토타입화는, 설계 검증이 매우 번거로운 것이고 여전히 느리기에 아직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EDA 시

뮬레이션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A. Dieckman 'HW-SW co-verification with emulation, co-simulation and F

PGA based prototyping', Proceedings of Design and Test in Europe, pp. 98-101, 2001; R. Ulrich et al. 'Debu

gging of FPGA based prototypes-A case study', Proceedings of Design and Test in Europe, pp. 109-113, 20

01 참조).

따라서, 현재의 기술로 설계 검증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ASIC 자체를 만드는 것과 같이 실리콘 프로토타입화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의 생산 개발 사이클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토타입 실리콘을 제

조 한다. 이 프로토타입 실리콘을 이용하여 완전한 기능성 검증(인-시스템 테스트)이 행해지는 시스템 보드를 개발한

다. 프로토타입 칩의 동작에서 모든 에러를 디버깅한다. 설계를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대량 생산을 수행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2에서, 설계자는 스테이지 21에서 설계되는 복잡한 IC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스테이지 21에

서의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설계자는 스테이지 22에서 IC의 스펙을 결정한다. 스테이지 23의 설계 엔트리 프로세스

에서는, 베리로그/VHDL과 같은 고 레벨 언어를 이용하는 블록 및 서브 블록으로 IC를 설명한다. 스테이지 24에서, 

초기 설계 평가는 설계 확인 프로세스(25), 전형적으로 초기 테스트벤치(28)를 갖는 로직/타이밍 시뮬레이션(26)을 

통해 이루어진다. 로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입력/출력 데이터 파일 또는 VCD(Value Change Dump) 파일(29)

이 생성된다. VCD 파일(29)의 데이터는 시간 길이 또는 지연에 대한 입력 및 출력 이벤트 리스트, 즉 이벤트 포맷의 

데이터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생성된 설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실리콘 프로토타입을 부호 30으로 지정된 프로세스 내에 설계한다

. 이 프로세스의 스테이지 31에서, 실리콘 프로토타입(33)을 제조한다. 그 후, 스테이지(32, 35)에서 실리콘 프로토타

입(33)에 대하여 에러를 검사한다. 현재, 이러한 테스트는, 테스트 패턴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트 벡터를 사이클 포

맷으로 생성하는 아키텍쳐를 구비한 사이클 기반 테스트 시스템인 IC 테스터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사이클 기반 테스트 시스템(ATE 시스템)은 EDA 환경 하에서 생산된 VCD 파일(29)을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이

유는 VCD 파일이 이벤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VCD 파일의 테스트 벡터는 사이클화 단계 34에서 

사이클 포맷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단계 34에서, 사이클 포맷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

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벤트 포맷 형식의 테스트 벡터가 사이클 포맷 테스트 벡터로 완전하게 변환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여전히, IC 테스터에 의한 이러한 확인은 불완전하고도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시킨다. 또한, 사이클 기반 테스

트 시스템용으로 이벤트 포맷 데이터를 EDA 환경으로부터 사이클 포맷 테스트 패턴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시간을 소

모하게 된다.

실리콘 프로토타입(33) 상에 인-시스템 테스트(37)가 수행되는 설계 검증 및 디버그 프로세스(40)에서 실리콘 프로

토타입(33)을 더 검증한다. 인-시스템 테스트(37)에서, 의도하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실리콘 프로토타입(33)을 회로 

보드 상에 장착한다. 인-시스템 검증 동안, 스테이지 39에서 에러 및 그 에러 원인을 검출하고 설계 버그를 수정한다.

이러한 인-시스템 테스트에는 설계된 칩의 실리콘 프로토타입 및 그 실리콘 프로토타입을 실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를 갖는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소모된다.

도 2의 실리콘 프로토타입 단계(30) 및 검증 단계(40) 동안, 설계 에러가 발견되며 이러한 에러 원인을 결정하고 설계

엔지니어와 테스트 엔지니어 간의 반복적인 상호 작업을 통해 설계 에러를 정정한다. 최종 설계(41)에 도달하게 되고

최종 설계(41)용 로직/타이밍 시뮬레이션(43)을 새로운 테스트벤치(45)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이후, 그 설계에 의해 

실리콘(49)을 제조하며 생산 테스트(47)를 실리콘(49) 상에 수행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종래의 흐름에서는 폐쇄 루프가 없다는 것, 즉, 모든 단계들이 초기 설계로부터 프로토타입 

실리콘으로 디버그/검증으로 그리고 최종 설계까지 순차적이라는 점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특성 때문에, 그 단계들은 매우 시간을 많이 소모하며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임의의 단계에

서의 에러에 대하여 완벽한 재 작업을 필요로 한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출원번호 09/428,746 및 09/941,396 발명의 양수인에 의해 이벤트 테스

터에 기초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미국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서는, 프로토타입 실리콘 및 초기 시뮬레

이션 테스트벤치를, 이벤트 기반 테스트 시스템(이벤트 테스터)을 이용하는 설계 검증용 EDA 기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EDA 기구 및 시뮬레이터를 이벤트 테스터에 링크시켜 초기 설계 시뮬레이션 벡터 및 테스트벤치를 

실행시키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테스트벤치와 테스트 벡터를 수정한다. EDA 기구는 이벤트 테스터에 

링크되기 때문에, 그 수정을 캡쳐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시하는 최종 테스트벤치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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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도 3에 일예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예는 미국 특허 출원 발명의 양수인에 대하여 종래 기술일 뿐이며 본 

발명의 종래 기술 또는 공지된 기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도 2 및 도 3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도 3의 흐름이 

초기 설계로부터 프로토타입으로 디버그/검증으로 버그 수정으로 그리고 최종 제조 또는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폐

쇄 루프라는 점이다.

상기한 특허 출원 및 도 3에 따라, 완전한 기능 검증 또는 칩 레벨 설계 검증을 위해, 설계 시뮬레이션동안 개발된 풀 

칩 레벨 기능성 벡터(초기 테스트벤치)를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테스트 벡터도 이벤트 포맷으로 되

어 있으며, 전형적으로 베리로그/VHDL 모델 또는 IC의 행위 모델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다. 이 벡터는 IC의 다른 부분들을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대에서 시험하지만, IC의 전체 행위는 조합된 응답에 

의해 결정된다. 이 단계 이후,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리콘 칩을 제조한다.

이 칩이 이용가능하게 되면, 칩을 이벤트 기반 시스템에 두고 초기 테스트벤치의 설계 시뮬레이션 벡터를 수행하여 

그 칩의 동작을 확인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3에서, 이벤트 테스터(52)는 VCD(Value change dump) 파일(29)로

부터 유도된 이벤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테스트 벡터를 이용하여 실리콘 프로토타입(33)의 기능을 테스트한다.

VCD 파일(29)이 이벤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CD 파일(29)의 데이터를 이벤트 테스터(82)에 직접 이용하여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디버그(55) 및 파형 에디터/뷰어(56)와 같은 EDA 기구를 API(Programmed Application Interface

)와 같은 인터페이스(67)를 통해 이벤트 테스터(52)에 링크한다. 이벤트 테스터(52)는 이벤트 파형 에디터/뷰어(58) 

및 DUT(Device under test) 파형 에디터/뷰어(5)와 같은 파형을 편집하고 관측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내장한다. 서로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통신하고 액세스하기 위해 에디터/뷰어(58, 59)를 API 인터페이스(67)를 통해 EDA 기구(55, 5

6)에 링크한다. 이벤트 테스터(52)에서, 이벤트 파형 에디터/뷰어(58)를 통해 테스트 벡터(이벤트)를 수정할 수 있다.

그 테스트 벡터를 실행함으로써, 이벤트 테스터(52)는 EDA 설계 환경으로 그리고 테스트벤치 피드백(69)을 통해 ED

A 기구로 피드백되는 테스트 결과 파일(53)을 생성한다. 장치의 모든 부정확한 동작이 수정될 때까지 그 결과를 이벤

트 테스터(52) 상에서 검사하고 이벤트를 이벤트 테스터(52) 상에서 변경하거나 편집한다(에디터/뷰어(59, 59)). 이

벤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테스트벤치(51)를 생성한다. 새로운 테스트벤치 및 테스트 벡터를 얻기 위해, 테스

트벤치 생성 기구(65), 시뮬레이션 분석 기구(55) 및 파형 뷰어(56)로 구성되는 EDA 기구를 이벤트 테스터(52)에 링

크한다. 도 3에서 이러한 프로세스 이후, 스테이지 61에서 최종 실리콘 제조(대량 생산)를 수행하여 생산 테스트 스테

이지(63)에서 테스트되는 최종 IC 장치(62)를 제조한다.

도 3의 방법에서는 설계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실리콘(프로토타입)이 여전히 필요하다. 물리적 실리콘이 필요하기 때문

에, 프로세스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상기한 미국 특허출원번호 09/941,396는, 

초기 설계 설명 및 그 시뮬레이션 테스트벤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테스트벤치 및 버그가 없는 대응하는 장치 모델을 

생성하는 대체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에서, 그 장치의 초기 설계는 초기 테스트벤치와 함께 이벤트 

테스터 상에 로딩된다. API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이벤트 테스터는 초기 설계 동안 사용된 시뮬레이터에 또한 링크

된다. 따라서, 이벤트 테스터는 베리로그/VHDL 및 이 베리로그/VHDL의 모든 로직에 기재된 설계를 포함한다.

장치 모델(초기 설계) 및 이 장치 모델의 테스트벤치를 이용하여, 결과를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검사한다. 전체 환경 

및 결과가 이벤트 포맷 내에 있기 때문에, 장치 동작에서의 임의의 부정확한 동작을 빠르게 감지하게 된다. 이벤트 테

스터로 인하여 이벤트 및 타임 스케일링을 편집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확한 동작에 대응하는 이벤트를 편집하여 그 

동작을 수정하게 된다. 모든 부정확한 동작을 정정하면, 장치 모델을 세이브하고 새로운 테스트벤치 및 테스트 벡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세이브된 장치 모델을 실리콘 제조 및 대량 생산용으로 이용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방법이 여전히 시뮬레이션에 기초한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 검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개요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로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고속 및 저 비용으로 이벤트 기반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

하는 복잡한 IC의 설계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라, 복잡한 IC를 검증하는 방법은, 필드 프로그래밍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를 이벤트 테

스터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되는 설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

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하여 상기 FPGA 내에 원하는 IC와 동등한 IC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IC의 설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를 상기 FPGA에 적용하고 상기 FPGA의 응 답 출력을 평가하는 단계;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

러를 검출하고 상기 FPGA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

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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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용으로 변환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의 제어 버스를 통해 상기 FPGA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 상기 테스트 벡터를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 상에 원하는 

IC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입력하고 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에 기초

하여 상기 테스트 벡터를 생성하여 상기 테스트 벡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의 테스트 픽스쳐(test fixture)를 통해 상

기 FPGA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서, 복잡한 IC의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은 FPGA가 아닌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벤트 테스터에 접속하는 단계; 원하는 IC의 설계 데이터를 상기 이뮬레이터에 공급하여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가 상기 원하는 IC의 기능을 이뮬레이트하는 단계; 상기 IC 설계 데이터 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

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의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적용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의 응답 출력을 평가하는 단계

;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러를 검출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공급된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

러를 정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

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복잡한 IC의 설계를 검증하는 장치이다. 이 설계 검증 장치는, 설계 디버깅과 에러 정정 뿐

만 아니라 고속 테스트 패턴 어플리케이션 및 응답 평가를 위해 이벤트 테스터와 FPGA의 조합 또는 이벤트 테스터와

이뮬레이터 보드의 조합을 이용하는 상기한 설계 검증 방법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라, 느린 EDA 시뮬레이션 기구를 이용하는 대신, 이벤트 테스터 및 FPGA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이용

하여 설계를 검증한다. 풀 칩 레벨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FPGA 상에서 (시뮬레이

션과 비교하여) 보다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연장성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설계 검증 흐름으로부터 느린 시뮬레이션을 제거했기 때문에 설계가 제조용으로 완성(taped-out)되기 전에 연장성 

설계 검증을 행할 수 있고, 연장성 설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전에 프로토타입이 필요하지 않다. 본 발명

의 검증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며 상기한 종래의 어떠한 시스템과도 기능면에서 상이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잡한 IC용 설계 프로세스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속도 및 다양한 추상 레벨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서 설계 검증 프로세스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

도 3은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09/941,396호에 관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알고 있는 설계 검증 방법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

도 4는 이벤트 테스터와 조합되는 인라인-프로그래밍 FPGAs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설계 검증 방법 및 장치의 기본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병렬 및 데이지-체인 배열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서 FPGA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

도 6은 이벤트 테스터와 조합되는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설계 검증 방법 및 장치의 기본 구성을 도

시하는 블록도.

도 7은 도 3의 방법과 본 발명을 비교하는 개략적인 도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동일 양수인에 의한 이전 출원에서, 이벤트 기반 테스트 시스템이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09/406,300호, 제

09/340,371호, 및 제09/286226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출원 모두는 그 내용이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

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신규한 방법 및 장치는 종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설계 패러다임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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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술에 공지되어 있듯이, IC 테스터는, 예를 들어, 기존의 로직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빠른, 100MMHz보다 높고 

최대 1GHz에 이르는 테스트 레이트를 갖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 2및 도 3에 도시한 종래 기술에서는 검증 방법이

로직 시뮬레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C 테스터의 고속 테스트 레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설계 검증 흐

름으로부터 느린 시뮬레이션을 제거함으로써 설계 프로시저 자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설계자의 생산성을 개선한다.

본 발명은 2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한다. 즉, (1) 설계 검증 흐름으로부터 느린 시뮬레이션을 제거하기 때문에, 설계가 

제조용으로 완성(taped-out)되기 전에 연장성 설계 검증이 행해질 수 있다. (2) 연장성 설계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

에, 대량 생산 전에 프로토타입이 필요 없다. 본 발명의 검증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전에 설명

된 시스템과는 기능적으로 상이하다.

느린 EDA 시뮬레이션 기구를 이용하는 대신, 본 발명은 FP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 및 이벤트 기반 테스트 시스템

을 이용하여 설계를 검증한다. 기본적인 이벤트 기반 시스템은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09/406,300호 및 제09/340,371

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벤트 테스터에서의 제어 버스를 통해, 이벤트 테스터 자체 상에서 FPGAs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인라인 프로그래밍). 따라서,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하나 이상의 FPGAs를 이용하여 복잡한 칩의 네트리스트(ne

tlist; 전형적으로, 게이트 레벨 설명)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FPGAs가 실제 설계를 구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실행시켜 설계를 

검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실행동안 발생하는 임의의 에러는, 이벤트 테스터에 의해 검출되며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직접 진단된다.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원인을 설계 네트리스트에서 정정

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장된 주기동안 실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연장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그 방법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 예에서, 이벤트 테스터(92)는 제어 버스를 통해 FPGA(필드 프로그래밍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보드(94)를 연결한다.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예와 유사하게, EDA 환경에서, 설계 스테이지(81 - 83)

를 통해 복잡한 IC의 초기 설계 데이터(85)를 생성한다. 전형적으로 베리로그/VHDL 테스트벤치인 테스트벤치(87)를

또한 생성한다. 이 스테이지에서 IC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8)가 완성되어도 된다. 테스트벤치 데이터(87)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88)에 기초하여 이벤트 추출 프로세스(89)에 의해 이벤트 데이터 파일(91)을 생성할 것이

다.

당해 기술에 알려져 있듯이, FPGAs는 원하는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FPGAs 의 메

모리에 적절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프로그래밍), 고밀도 집적회로도 FPGAs 내에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이벤트 테스터(92)는 FPGAs를 프로그래밍(인라인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구성 데이터를 제어 버스를 통해 FPGAs에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인라인 프로그래밍(93)에서 설치되는 FPGAs에 대한 특정 규칙에 기초하여 이벤트(91)를 번

역함으로써 이러한 구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FPGA 보드(94)에 원하는 IC를 형성한 후, 이벤트 테스터는 (포고 핀(pogo-pins)과 같은) 테스트 픽스쳐(test fixture

)를 통해 테스트 패턴(테스트 벡터)을 적용한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동안 임의의 에러를 이벤트 테스터에 의해 검출

하고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직접 진단한다.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네트리스트에서 에러

원인을 정정할 수 있다. 상기한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듯이, 이벤트 테스터는 타이밍, 속성, 및 반복 레이트(이벤트 

스케일링)에 있어서 이벤트(테스트 패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상에서 연장성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이벤트 테스터 및 FPGA의 조합에 의해 연장 주기동안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가능한 속도인 고속 동작

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연장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모든 에러를 검출하고 설계를 정정한 후, 대량 생산 스테이지(9

8)를 위한 최종 설계(97)를 확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FPGA 보드(94)를 테스트 픽스쳐 상에 장착하고, 테스트 픽스쳐에 접속된 여러 신호들은 FPG

As를 제어하도록 사용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신호들에 의해 FPGA 인라인 프

로그래밍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호들에는 아래와 같은 예가 포함된다.

(1) 32비트 제어 버스 및 32 비트 제어 워드

이 신호는 현재 테스터 제어기 상에서 개방 컬렉터로서 구현되어 있다. 이 신호는 양방향 신호로서 또한 구현될 수 있

다.

(2) 64비트 아날로그 I/O 신호

32비트 제어 워드 및 64비트 신호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개별적인 각 비트를 분리하여 제어할 수 있다.

(3) 전력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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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DUT(Device under test) 전력 접속부, 본 발명에서는, +5V, +15V, -5V, -15V가 존재한다. 각 DUT 전원

은 2A에서 8V이다. 이러한 전원은 보다 높은 전압 범위 응용을 위해 부동 단자(floating terminal) 뿐만 아니라 병렬 

접속부를 구비한다.

병렬 인터페이스 또는 직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FP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행할 수 있다. 직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많은 장치들을 데이지-체인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2개의 제어 신호만이 사용되어 시

스템의 모든 FPGAs를 프로그래밍한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버스를 이용하여 다중 FPGAs를 병렬로 구성할 수 있다. 

병렬 구성을 위해서는, 각 장치마다 고유한 클록 및 데이터가 필요하다. 양쪽 버스에 의해, 96개의 제어 비트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의 FPGAs를 병렬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각 FPGA에 대하여 하나의 클록 및 

하나의 데이터 라인).

3번째 가능성으로는 병렬 및 데이지-체인 접속의 조합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의 예에서, FPGA 보드(94)는 직렬 및 병렬 접속된 FPGAs(94 1 - 94 6 )를 포함한다. 이벤트 테스터(92)는 인

라인 프로그래밍(원하는 IC를 FPGAs내에 설계하는 것)을 위해 병렬 방식으로 데이터 및 클록을 FPGAs(94)에 제공

한다. 그 결과 IC는 테스트 수행용 테스트 픽스쳐를 통해 이벤트 테스터의 핀 카드와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인터페이

스(95)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느린 EDA 시뮬레이션 기구를 이용하는 대신, 본 발명은 FP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 및 이벤트 

테스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검증한다. 풀 칩 레벨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FPGA 상

에서 (시뮬레이션과 비교할 때) 보다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은 연장성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도 6은 FP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 대신에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경우

, 이벤트 테스터 제어 버스(상기한 32비트 제어 워드 및 64비트 아날로그 신호)를 이뮬레이터 인터페이스 버스(이뮬

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32비트 또는 64비트이고, 이에 따라 제어 버스를 통해 이용가능한 96비트 중에서 3

2비트 또는 64비트 만이 사용됨)에 매핑한다. Ikos Systems과 같은 이뮬레이터 판매 회사는 이뮬레이션 인터페이스

를 제조하여 이뮬레이션 시스템을 다른 임의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뮬레이션 시스템에 이용가능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용함으로써 FP

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피할 수 있다. (전체 이뮬레이션 시스템이 아닌) 이뮬레이터 보드만이 이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뮬레이션 시스템보다 훨씬 덜 들지만 FPGA 구현예보다는 약간 더 들게 된다. 또한, 이벤트 테스터 상에서 

설계 에러가 디버깅되는 동안 설계가 로딩되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이뮬레이션 보드 상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검증 속도는 느린 통신 버스 속도로 제한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6에서, 이뮬레이터 보드(104)를 이뮬레이터 인터페이스 버스를 통해 이벤트 테스터(92)에 접속

한다. 이뮬레이터 보드(104)는 이뮬레이터 보드 인터페이스(101)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벤치와 

같은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뮬레이터 보드(104)에는 로딩 단계(102)를 통해 설계 데이터가 또한 로딩된다. 따라서, 

이뮬레이터 보드(104)는 설계 IC를 이뮬레이트한다.

이뮬레이터 보드 상에 테스트벤치를 실행함으로써, 이벤트 파일(105)에 이벤트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벤트 테스터(9

2)는, 이벤트 파일(105)내의 그 이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뮬레이터 인터페이스 버스를 통해 이뮬레이터 보드(104

) 상의 설계를 검증하고, 이뮬레이터 보드(104)의 응답 출력을 평가한다. 모든 에러를 검출하고 설계를 정정한 후, 대

량 생산 스테이지(108)를 위해 이용되는 최종 설계(107)를 확정한다.

도 7a 및 7b는 본 발명과 도 3의 방법(종래 기술이 아님)과의 대응 비교를 도시한다. 도 7a 및 7b에서, IC 설계 단계(

101)를 통해, 설계 데이터 파일(102) 및 테스트벤치(103)를 생성한다. 이후, 도 7a의 방법에서, 프로세스는 설계 데이

터 파일(102) 및 테스트벤치(103)를 이용하여 로직 시뮬레이션(105)을 수행한다. 당해 기술에 알려져 있듯이, 소프트

웨어 프로세스에 의해 구성되는 로직 시뮬레이션은 원하는 IC의 동작 속도에 비교하여 매우 느리다. 도 7a의 방법에

서, 설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벤트 테스터(110)에 의해 테스트받는 프로토타입 실리콘(111)을 제조한다.

로직 시뮬레이터(105)는, 이벤트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이벤트 데이터 파일(108)이 생성되게 하는 입력/출력 신호 

데이터, 즉, VCD(Voltage Change Dump) 파일(107)을 생성한다. 이벤트 테스터(110)는 테스트 벡터를 생성하여 실

리콘 프로토타입(111)에 적용한다. 따라서, 실리콘 디버그 및 검증 단계(112)에서, 설계 에러를 검출하고, 설계 단계

로 피드백되는 단계 106에서 설계 버그를 수정한다.

도 7b에 도시한 본 발명에서, 테스트 시스템(115)은 이벤트 테스터(120) 및 FPGAs(124)의 조합을 포함한다. FPGA

s를 프로그래밍하는데 설계 데이터(102)를 사용하여 FPGAS 내에 원하는 IC를 구성한다. 테스트벤치(103)를 이용하

여 이벤트 데이터(116)를 생성하고, 이벤트 테스터(120)는 이벤트 데이터(116)에 의해 생성되는 테스트 벡터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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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PGAs(124)는 실제 IC에 근접한 속도에서 원하는 IC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테스트 방법에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속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도 7a 및 7b에 명백하게 도시한 바와 같이, 신규한 방법에서는 설계 검증 흐름에서 로직 시뮬레이터(105)가 필요없다

. 느린 속도 때문에, 로직 시뮬레이션은 오늘날의 설계 검증에 있어서 병목이다.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적

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상당한 연장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신규한 방법에 의해 프로토타입 ASIC 없이도 이벤트 테스

터(120) 상의 모든 설계 에러를 디버깅할 수 있다. 이 프로시저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할 때 비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이

고 속도도 빠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느린 EDA 시뮬레이션 기구를 이용하는 대신, 본 발명은 FPGAs의 인라인 프로그래밍 및 이벤트 

테스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검증한다. 풀 칩 레벨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FPGA 상

에서 (시뮬레이션과 비교할 때) 보다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은 연장성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설계 검증 흐름으로부터 느린 시뮬레이션을 제거하기 때문에 설계가 제조용으로 완성(taped-out)되기 전에 연장성 

설계 검증이 행해질 수 있고, 연장성 설계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전에 프로토타입이 필요 없다. 본 발명

의 검증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전에 설명된 시스템과는 기능적으로 상이하다.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기한 교시에 따라 그리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설계 자동화(EDA) 환경에서 설계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복잡한 집적 회로(IC)의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필드 프로그래밍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를 이벤트 테스터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되는 설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

하여 상기 FPGA 내에 원하는 IC와 동등한 IC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IC의 설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를 상기 FPGA에 적용하고 상기 FPGA의 응답 출력을 평가하는 단

계;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러를 검출하고 상기 FPGA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용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

의 제어 버스를 통해 상기 FPGA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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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스트 벡터를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 상에 원하는 IC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

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통해 이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입력하고 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트 벡

터를 생성하여 상기 테스트 벡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의 테스트 픽스쳐(test fixture)를 통해 상기 FPGA에 적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7.
전자 설계 자동화(EDA) 환경에서 설계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복잡한 집적 회로(IC)의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벤트 테스터에 접속하는 단계;

원하는 IC의 설계 데이터를 상기 이뮬레이터에 공급하여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가 상기 원하는 IC의 기능을 이뮬레이

트하는 단계;

상기 IC 설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의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적용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의 응답 출력을 평가하는 단계;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러를 검출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공급된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러

를 정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용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벡터를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 상에 원하는 IC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통해 이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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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입력하고 상기 추출된 이벤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테스트 벡

터를 생성하여 상기 테스트 벡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의 테스트 픽스쳐(test fixture)를 통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

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방법.

청구항 12.
전자 설계 자동화(EDA) 환경에서 설계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복잡한 집적 회로(IC)의 설계를 검증하는 설계 검증 장

치로서,

필드 프로그래밍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를 이벤트 테스터에 접속하는 수단;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되는 설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를 인라인 프로그래밍

하여 상기 FPGA 내에 원하는 IC와 동등한 IC를 제조하는 수단;

상기 IC의 설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를 상기 FPGA에 적용하고 상기 FPGA의 응답 출력을 평가하는 수

단;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러를 검출하고 상기 FPGA의 인라인 프로그래밍을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러를 정정하는 수단

;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정 단계를 반복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벡터 적용 수단은, 원하는 IC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FPGA 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14.
전자 설계 자동화(EDA) 환경에서 설계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복잡한 집적 회로(IC)의 설계를 검증하는 장치로서,

이뮬레이터 보드를 이벤트 테스터에 접속하는 수단;

원하는 IC의 설계 데이터를 상기 이뮬레이터에 공급하여 상기 이뮬레이터 보 드가 상기 원하는 IC의 기능을 이뮬레이

트하는 수단;

상기 IC 설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테스트 벡터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 의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적용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의 응답 출력을 평가하는 수단;

상기 응답 출력에서의 에러를 검출하고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공급된 상기 설계 데이터를 수정함으로써 설계 에러

를 정정하는 수단; 및

상기 이벤트 테스터에서 에러가 없는 설계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상기 에러 검출 및 설계 정정 단계를 반복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벡터 적용 수단은, 원하는 IC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상기 EDA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벤치를, 상기 이벤트 테스터를 통해 상기 이뮬레이터 보드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설계 검

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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