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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준 주기로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에 테스트 신호를 인가하고 최종 출력을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여 반도체 디

바이스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사용

되는 에뮬레이터(emulator)는 테스트 시스템의 각 하드웨어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에뮬레이터 유닛, 테스트되는 반도

체 디바이스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유닛으로부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

요한 데이터를 구하는 데이터 수집부, 및 구해진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적용되는 테스트 신호를 발생

하고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여 비교 결과를 그에 저장하는 디바이스 테스트

에뮬레이터를 포함한다. 다른 특성으로, 에뮬레이터는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소프트웨어를 쉽

게 수정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동작 시스템과 조합되어, 하드웨어 및 그의 동작에 대한 제어 데이터의 전송이

나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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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 기능으로 표시된 도 1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테스트될 반도체 디바이스로의 연결에 대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테스트될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에 대해 본 발명의 에뮬레이트

기능으로 표시된 테스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분리된 동작 흐름을 사용해 본 발명의 에뮬레이트에 대한 기본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를 에뮬레이트하기 위한 신호 파형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7은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소프트웨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소

프트웨어와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가 조합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TDL : 테스트 설명 언어(test description language)

  21 : 디바이스 프로그램

  22 : 동작 시스템

  23 : 하드웨어 에뮬레이터(hardware emulator)

  24 : 디바이스 에뮬레이터(device emulator)

  51 : 테스트 프로그램

  53 : 마스터 프로세서(master processor)

  54 : 마스터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56 : 테스터 라이브러리(tester library)

  59 : 에뮬레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C와 같은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

어 없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또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의해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를 에뮬레이트

(emulate)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에뮬레이터(emulator)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바뀔 때 소프트웨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동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에뮬레이터에 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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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테스트 벡터(test vector)라 칭하여지는 테스트 신호 패턴이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에 제공되고, 반도체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는 결과는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가 정확

히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정해진 기대값 신호와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테스트 벡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언어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제작자에 대해 유일하고 제작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컴퓨터 칩이나 대형 반도체 메모리를 충분히 테스트 하기 위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복잡하고 정교한 테

스트를 고속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실제 구조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이다. 결과

적으로, 상술된 테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형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테스트 및 다른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 제작 산업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는 최근의 반도체 테스

트 시스템이 복잡한 고비용의 시스템이고 반도체 디바이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테스트되는 반도

체 디바이스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처리과정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제작된 테스트 프

로그램이 평가되고 확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첨단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에뮬레이터가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종래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

템에서는 에뮬레이터가 단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동작 시스템을 에뮬레이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종래의 에뮬레이터는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테스트 벡터를 적용하고 그 디바이스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테스트가 실행되는 에뮬레이터의 레벨을 실행할 수 없다.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의 신속한 개발로 인하여, 이와 같이 신속하게 변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확장 또는 수정되거나 새로운 모델로 대치되도록 자주 요구된다. 예를 들면,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

스에 인가되는 테스트 벡터를 발생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테스트 패턴 발생기에서는 비교적 정상적이고 간단한 순

차의 테스트 패턴을 발생하는 기능에 부가하여, 수학적인 순차를 포함하는 테스트 패턴을 발생하도록 알고리즘 패턴 발생

기가 부가된다. 하드웨어 자원이 변경 또는 부가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따라서 새롭게 부가되거나 수정된 하드웨어를 제어

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 새롭게 부가되거나 수정된 하드웨어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내부 레지스

터로 전송하는 처리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기술에서, 하드웨어의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쉽게 실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에, 종래

의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수정 절차를 요구하므로, 오랜 작업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정을 위한 작

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실제적으로 변경되거나 부가된 하드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드웨

어를 변경 또는 부가하기에 앞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의 변경 또는 부가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쉽

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시스템에 부가되는 하드웨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

지 않고 단지 이러한 하드웨어를 에뮬레이트함으로써 하드웨어의 변경 또는 부가와 연관된 디버깅(debugging) 및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 프로그램의 동작을 확인하

거나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뮬

레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되는 디바이스에 테스트 신호를 인가하고 테스트되는 디바이스로부터의 최종 출력 신호

를 평가하는 것과 같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더 상세한 특정 레벨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수 있도록 반도

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뮬레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시스템의 실제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부가된 하드웨어, 수정된 하드웨

어, 또는 새롭게 모델화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과 같이 분리된 테스트 시스템에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제작 또는 응용

처리과정에서 얻어진 소프트웨어 자원을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에뮬레이터를 제공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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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테스트 시스템의 각 하드웨어 유닛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에뮬레이터 유닛, 테스

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에뮬레이

터 유닛으로부터 데이터를 구하는 수단, 및 구해진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적용되는 테스트 신호를 발

생하고,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고, 또한 비교 결과를 그에 저장하는 디바이스

테스트 에뮬레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다른 특성으로, 테스트 신호는 기준 주기와 동기화하여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

이스에 인가되고,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최종 출력은 반도체 디바이스가 정확히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

록 기대값 신호와 비교되고,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정의 단자에 공급되는 테스트 신호의 파형을 포함하여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단,

  테스트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하고 테스트 프로그램의 내용을 해석하는 컴파일러(compiler) 수단,

  컴파일러 수단에서의 테스트 프로그램의 해석을 보조하도록 테이블 포맷(table format)으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

드웨어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드웨어의 변경에 응답해 테이블 포맷 데이터를 수정하는 컴파일러 인터페이

스 수단,

  컴파일러 수단에 의해 컴파일되고 해석된 데이터의 포맷을 하드웨어 포맷의 데이터로 변환하도록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의 사양(specification)에 기초하여 데이터 테이블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library) 수단,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하드웨어내의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드웨어 포맷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로 전송하는

드라이버(driver) 수단, 및

  상기 라이브러리 수단에 의해 형성된 데이터를 드라이버 수단으로부터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지정된 메모리 영역에 저

장하고, 또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각 하드웨어의 동작 및 사양을 에뮬레이트하는 에뮬레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에뮬레이터에 따라,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내의 하드웨어의 기능은 하드웨어 없

이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에 의한 테스트 신호 발생,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의한 최종 신호 발생, 및 기대

값 데이터와의 최종 신호의 비교 마저도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에

뮬레이션이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 특수 테스트의 레벨로 실행되므로,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의

디버깅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새롭게 부가 또는 대치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쉽고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다. 더욱

이,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컴파일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데이터가 에뮬레이터에 저장되고, 제어 데이터의 확인,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의 디버깅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실행될 수 있다.

  전체적인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도 1의 블록도로 도시된다. 반도체 장치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11)은 반도체 디바이스(14)에 대한 테스트의 목적 및 종류에 따라 생성되어 반도체 테스트 시

스템에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프로그램(11)은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14)의 테스트 항목 및 종류에 따라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사용자에 의해 제작된다. 디바이스 프로그램(11)에서는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14)의 각 단

자에 인가되는 테스트 신호와, 테스트 신호가 제공될 때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14)로부터 유도되어야 하는 기대값 신호의

주파수, 파형, 지연 시간, 및 진폭과 같은 다양한 매개변수가 지정된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설명 언어 (HDL) 또는

(VHDL)에 기초하여 테스트 설명 언어(TDL)에 의해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기록된다.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테스트 시스템 및 하드웨어 시스템(테스터 하드웨어)(13)의 각 프로그램 동작을 모니터하고 관

리하기 위한 동작 시스템(12)으로 형성된다. 테스터 하드웨어(13)는 하드웨어 버스, 즉 물리적인 버스선(테스터 버스)를

통해 동작 시스템(12)에 연결된다. 테스트 신호(테스트 벡터)는 테스터 하드웨어(13)에서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

등록특허 10-0495851

- 4 -



(14)로 제공되고, 디바이스(14)로부터의 최종 출력 신호는 테스터 하드웨어(13)에 의해 수신된다. 테스터 하드웨어(13)에

서는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14)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디바이스 프로그램(11)에 의해 정의된 기대값과 비교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 기능으로 나타내진 도 1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즉,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과, 또한 의도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 반도체 테

스트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테스트 동작을 소프트웨어만으로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2에서, 디바이스 프로그

램(21) 및 동작 시스템(22)은 각각 도 1에 도시된 실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디바이스 프로그램(11) 및 동작 시스템

(12)과 같다. 동작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형성된 가상 버스선을 통해 테스터 하드웨어 에뮬레이터(23)에 연결된다.

  테스터 하드웨어 에뮬레이터(23)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동작 및 구조를 에뮬레이트한다. 디바이스 에뮬레

이터(24)는 도 1에 도시된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14)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게 된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24)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테스터 하드웨어 에뮬레이터(23)에 연결된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24)는 테스터 하드웨어 에뮬레이

터(23)로부터 가상 테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의도되는 테스트 중의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될 최종 신호인 가상 출력 신호를

만든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24)로부터의 가상 출력 신호는 테스터 하드웨어 에뮬레이터(23)에 의한 기대값 데이터와 비

교된다. 앞서 기술된 에뮬레이터의 구조에서,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의 디버깅은 실제적인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도 3은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의 연결에 대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본

예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비율 발생기(31), 패턴 발생기(32), 및 프레임 프로세서(frame

processor)(33)의 각 하드웨어 블록으로 형성된다. 이들 하드웨어 블록은 테스터 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도 1에 도시

된 동작 시스템(12)에 의해 모니터 및 제어된다. 각 하드웨어 블록은 그의 동작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저장

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갖는다.

  비율 발생기(31)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테스트 벡터 비율, 즉 테스트 신호 주기(테스트 비율)를 발생한

다. 패턴 발생기(32)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14)에 적용될 테스트 신호를

발생한다. 패턴 발생기(32)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디바이스 페일 메모리(device fail

memory)(DFM)(35)를 포함할 수 있다. 프레임 프로세서(33)는 패턴 발생기(32)로부터의 테스트 신호 파형을 포맷하고,

테스트 신호의 상승 및 하강 타이밍을 제공한다. 프레임 프로세서(33)에 의해, 테스트 신호는 예를 들면, RZ(return to

zero) 파형, NRZ(non-return to zero) 파형, 또는 EOR(exclusive OR) 파형으로 포맷된다. 프레임 프로세서(33)는 또한

비율 발생기(31)로부터의 타이밍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트 비율 내에서의 테스트 신호의 지연 타이밍과, 이후 설명될 비

교기 회로에 의해 비교 동작이 실행되는 스트로브(strobe) 타이밍을 결정한다.

  테스트 헤드(test head)(34)는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14)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사이를 인터페이스한다. 반도

체 디바이스(14)가 테스트 헤드에 설치될 때, 파형이 포맷된 테스트 신호는 테스트 헤드(34)를 통해 반도체 디바이스(14)

에 제공된다. 테스트 신호의 적용 결과로,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14)에 의해 결과의 신호가 제공된다. 테스트 헤드

(34)는 반도체 디바이스(14)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기대값과 비교하여 결과의 신호가 수

용가능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비교기 회로를 포함한다. 비교기 회로에서, 비교 타이밍은 프레임 프로세서(33)에 의해 발생

된 스트로브 신호에 의해 정의된다. 비교 결과는 예를 들면, 상술된 바와 같은 패턴 발생기(32)에서 제공되는 디바이스 페

일 메모리(35)에 저장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에 대하여 본 발명의 에뮬레

이터 기능으로 표시되는 테스트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의 에뮬레이터 유닛은 도 3의 하드웨어 블록에 일 대 일로

대응한다. 즉, 도 4에서, 비율 발생 에뮬레이터(41)는 비율 발생기(31)의 테스트 비율 발생 기능을 에뮬레이트한다. 패턴

발생 에뮬레이터(42)는 패턴 발생기(32)의 테스트 신호 발생 기능을 에뮬레이트한다. 프레임 프로세서 에뮬레이터(43)는

프레임 프로세서(33)에 의한 파형 포맷 및 타이밍 결정 기능을 에뮬레이트한다. 테스트 헤드 에뮬레이터(44)는 테스트 신

호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45)에 공급하고 결과의 출력 신호를 기대값과 비교함으로써 테스트 헤드(34)의 기능을 에뮬레

이트한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45)는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14)의 동작을 에뮬레이트한다.

  도 4의 각 에뮬레이터 유닛은 도 3의 각 하드웨어 블록에서 물리적인 레지스터의 내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

러므로, 도 4의 전체적인 에뮬레이터는 각 에뮬레이터 유닛의 데이터가 대응하는 저장 영역에 배열된 대형 레지스터나 메

모리이다. 각 하드웨어 블록의 동작을 에뮬레이트할 때, 대응하는 저장 영역내의 데이터는 판독되어 평가된다.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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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 기술된 테스트 비율이 허용가능한 비율 발생기 에뮬레이터의 범위에 없을 때, 이러한 테스트 비율

은 비율 발생기(31)에서 설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율 발생 에뮬레이터(41)내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에뮬레이터

에 의해 디바이스 프로그램에서의 이러한 설정이 비적절하다는 주의(notice)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에 의해 의도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가상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에뮬레이터 유닛으

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구함으로써 테스트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에뮬레이터에는 에뮬레이터 유닛으로부터의 데이

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47)가 제공된다.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설정될 때,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신

호 파형,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비율을 갖는 테스트 신호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각 에뮬레이터 유닛에 의해 취해

져 메모리(47)에 저장된다. 메모리(47)내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에뮬레이터는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되고 가

상 반도체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테스트 신호를 발생하고, 디바이스 평가 동작을 에뮬레이트하도록 결과의 신호를 비교한

다. 앞서 기술된 에뮬레이터의 기능에 따라,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의 디버깅은 실제적인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개발되고 디버깅된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되는 반도

체 디바이스에 대해 의도되는 테스트가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 5는 분리된 동작 흐름(층)을 사용해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의 기본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5의 예는 에뮬레이

터의 3가지 동작 흐름을 갖는다.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TDL과 같은 언어를 통해 제작될 때, 디바이스 프로그램은 동작 시

스템에 의해 해석되고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 어드레스 및 데이터로 각 레지스터에 전송된다. 에뮬레이터

동작을 실행할 때, 어드레스와 데이터는 단계(11)에서의 가상 테스터 버스를 통해 단계(12)에서 에뮬레이터내의 메모리로

전송된다. 메모리 영역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 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에뮬레이터에 제공된다.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적합하면, 에뮬레이터내의 메모리 영역에 제공될 데이터도 또한 적합하여야 하고, 이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블록에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적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만 에

뮬레이터가 사용되는 경우에, 에뮬레이트 처리의 결과는 루프(a)를 통해 동작 시스템으로 복귀된다.

  한편, 하드웨어에서의 동작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에뮬레이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에뮬레이터 동

작이 루프(b)의 흐름에서 실행된다. 즉, 루프(13)에서는 각 하드웨어 블록의 동작이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

하여 에뮬레이트된다.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에뮬레이터는 상술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에

뮬레이트 처리의 결과는 루프(b)를 통해 동작 시스템으로 복귀된다.

  또한, 의도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테스트 신호를 적용하는 것과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에뮬레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에뮬레이

션 동작은 루프(c)의 흐름에서 실행된다. 이 흐름에서는 단계(14)에서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테스트 신호가 에

뮬레이트된다. 단계(15)에서는 테스트 신호가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상황이 에뮬레이트된다. 그래서, 단계

(15)에서는 테스트 신호를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 신호가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로부터 에뮬레이트되어

구해진다. 단계(16)에서는 단계(15)에서 구해진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는 동

작이 에뮬레이트된다. 비교 결과를 구하면, 처리 과정은 다음 테스트 신호가 에뮬레이트되는 단계(14)로 귀환된다. 테스트

신호를 적용하고 최종 신호를 비교하는 이러한 에뮬레이션 동작은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테스트 비율로 디바

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도 6은 도 5의 흐름(c)에 따라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테스트 신호의 적용을 에뮬레이트하고,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의해 최종 신호를 발생하고, 또한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신호 파형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이다. 도 6의 (a)에 도시된 테스트 신호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테스트 비율(T), 지연 시간

(t), 및 파형으로 발생되어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적용된다. 의도되는 디바이스로부터의 최종 출력 신호는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발생된다. 최종 출력 신호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되는 도 6의 (c)에

도시된 스트로브 타이밍(strobe timing)으로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된다.

  도 7은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소프트웨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동

작 시스템과 본 발명의 에뮬레이터가 조합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하드웨

어의 변경 및 부가와 연관된 제어 데이터의 평가,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의 디버깅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간단히 테이블상의 문장 포맷으로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부가함으로써 하드웨어의 대치 또는 부가에 대응하는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제어 프로그

램의 이러한 수정은 컴파일러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레지스터에서의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본 발명에서는 하드웨

어의 변경 또는 부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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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의 실시예는 테스트 프로그램(51), 마스터 프로세서(master processor) (53), 마스터 프로세서(MP) 인터페이스

(54), 테스터 라이브러리(56), 버스 드라이버(55), 테스터 버스(52), 가상 테스터 버스(57), 및 에뮬레이터(59)로 구성된다.

이러한 배열에 의해, 테스트 프로그램의 컴파일 및 해석은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독립적으로

마스터 프로세서(53)에 의해 수행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스터 프로세서(53)는 하드웨어(13)내의 레지스터(58)에 대한 테

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절차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도 7의 실시예에서, 테스트 프로그램(51)은 테스트 설명 언어(또한 "TDL"이라 칭하여지는)에 의해 기술된 프로그램이

다. 테스트 설명 언어는 HDL 또는 VHDL과 같은 하드웨어 설명 언어로 구성된다. 테스트 프로그램(51)은 소스 코드의 형

태를 갖는다. 사용자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 테스트 동작을 정의하도록 테스트 프로그램에 필요한 테스

트 매개변수를 제공한다. 하드웨어가 수정되거나 부가될 때, 하드웨어의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설명 언어(TDL)의 구

조는 그에 따라 수정된다.

  마스터 프로세서(또한 "MP"라 칭하여지는)(53)는 기본적으로 본 발명의 양수인에 의해 TDL 컴파일러 또는 정시(just-

in-time) 컴파일러라 칭하여지는 컴파일러이다. 마스터 프로세서(51)는 소스 코드인 테스트 프로그램(TDL)을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시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해석한다. 이어서, 마스터 프로세서(51)는 대응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

어에 제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MP 인터페이스(또한 "MPI"라 칭하여지는)(54)는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스터 프로세서(51)에 제공하는 테이블 매핑

(table mapping) 기능으로 동작한다. MP 인터페이스(54)의 테이블 맵은 TDL 언어의 문법을 판단하기 위한 문장 포맷과

판단을 읽기 위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갖는 데이터 리스트를 포함한다. 하드웨어의 부가 또는 수정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MP 인터페이스(54)에서 테이블을 부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MP 인터페이스(54)로부터 문장 형태로 TDL 언어

의 문법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면, 마스터 프로세서(51)는 정보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

해 컴파일 및 해석 동작을 실행한다. 마스터 프로세서(51)에 의한 해석의 결과로, MP 인터페이스(54)에서 대응하는 프로

그램 라이브러리가 실행되고 TDL에서 기술된 테스트 데이터가 테스터 라이브러리(56)로 전송된다.

  테스터 라이브러리(56)는 하드웨어의 사양에 기초하여 MP 인터페이스(54)로부터의 테스터 데이터의 포맷을 변환한다.

예를 들면, 부동점 형태로 수신된 테스트 신호의 전압값 또는 시간값이 하드웨어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비트의 순차로 변

환된다. 또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각 하드웨어에 대한 전압, 전류, 주파수 등과 같은 매개변수의 제한에 기초하여 테

스트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실제 제한되는 매개변수가 정의된다. 버스 드라이버(25)는 데이터 버스를 통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하드웨어내의 각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드라이버이다.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테스트 시스템의 동작에 앞서, 마스터 프로세서(53)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기초하

여 MP 인터페이스에 설치될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로드할 것을 지시한다. 하드웨어가 새롭게 부가되면, 하드웨어의 이러

한 부가와 연관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고려할 때 테스트 프로그램을 해석함으로써,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새롭게 부

가된 하드웨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예로, 다음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하드웨어가 새롭게 부가되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하드웨어내

의 레지스터(581), (582), 및 (583)에 제어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새롭게 부가된 하드웨어에 대응

하여, 동작이 시작될 때 MP 인터페이스에는 테이블(541), (542), 및 (543)이 부가된다. 테이블의 내용은 예를 들면, TDL

언어의 문법을 결정하기 위한 문장 형태의 데이터와 그 결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하드웨어의 변경에 따라, 테스트 프로그램의 구조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프로그램(511), (512), 및 (513)이 부가된다. 테스터 라이브러리(56)는 새로운 하드웨어의

사양에 대응하는 데이터 변환에 대해 소스 프로그램으로서 매개변수 테이블을 제공한다. 테스터 라이브러리는 예를 들면,

C-언어로 기술된다.

  MP 인터페이스로부터 테이블(541), (542), 및 (543)으로 새롭게 구해진 데이터를 수신하면, 마스터 프로세서(53)는 테이

블 데이터에 기초하여 테스트 프로그램(51)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을 해석한다. 테스트 프로그램(511), (512), 및 (513)은 필

요할 때 부가되므로, 이들 테스트 프로그램의 컴파일 및 해석은 MP 인터페이스로부터의 테이블(541), (542), 및 (543) 중

대응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마스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그 결과로,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데이터는 MP 인

터페이스(54)를 통해 테스터 라이브러리(56)로 제공된다. 테스터 라이브러리(56)는 MP 인터페이스의 테이블(54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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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43)내의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수신 데이터의 포맷을 하드웨어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시키

고, 포맷 변환된 데이터를 버스 드라이버(25)로 공급한다. 제어 데이터는 버스 드라이버(55) 및 테스터 버스(52)를 통해 하

드웨어(13)내의 레지스터(581), (582), 및 (583)에 전송되어 저장된다.

  하드웨어(13)내의 레지스터(581), (582), 및 (583)에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본 발명에서는 버스 드라이버(55)

로부터의 제어 데이터가 또한 가상 데이터 버스(57)를 통해 에뮬레이터(59)로 전송될 수 있다.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

드웨어(13)가 쉽게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되거나 수정되는 하드웨어(13) 대신에 에뮬레이터(59)를 이용함으로

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그 동작 확인이 실행될 수 있다. 도 4에 예시화된 바와 같이, 에뮬레이터(59)는 대응하는 하드웨

어 블록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에뮬레이터 유닛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각 에뮬레이터 유닛은 지정된 메모리 영역

(58')에 조직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부가되는 하드웨어(13)내의 레지스터(581), (582), 및 (583)에 대응하는 메모리 영역(581'), (582'), 및

(583')이 지정된다. 테스터 라이브러리(56)에 의해 포맷 변환된 데이터는 버스 드라이버(55) 및 가상 테스터 버스(57)를 통

해 메모리 영역(581'), (582'), 및 (583')에 전송된다. 에뮬레이션은 테스트 시스템에 부가되는 하드웨어 블록의 기능을 조사

하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그러므로, 에뮬레이터의 사용에 의해,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데이터의 적정성이나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의 디버깅이 하드웨어 없이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따라,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 기능이 하드웨어 없이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에 의한 테스트 신호의 발생,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의한 최종 신호 발생, 및 기대

값 데이터와 최종 신호의 비교까지도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뮬

레이션이 테스트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특정 테스트의 레벨로 실행되므로,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그의 디

버깅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새로 부가되거나 대치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쉽고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될 때, 본 발명의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컴파일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

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 또는 대치

될 때,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데이터는 에뮬레이터에 저장되고, 제어 데이터의 확인이나 디바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의 디버깅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없이 실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준 주기와 동기화하여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에 테스트 신호를 인가하고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최종

출력을 기대값과 비교하여 반도체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

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시스템의 각 하드웨어 유닛의 기능을, 상기 하드웨어 유닛 내의 레지스터들의 동작을 에뮬레이트할 정도로

에뮬레이트하는 테스터 에뮬레이터(emulator)

  -상기 테스터 에뮬레이터는,

  테스트 신호 주기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비율(rate) 에뮬 레이터 유닛,

  테스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테스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패턴 발생 에 뮬레이터 유닛, 및

  상기 테스트 신호의 파형을 포맷하고 상기 테스트 신호의 타이밍을 제공하는 프레임(frame) 프로세서 에뮬레이터 유닛

  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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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해야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및

  상기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테스트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로부터의 최종 신호를 기대값 데이터와

비교하여 비교 결과를 저장하는 디바이스 테스트 에뮬레이터

  를 포함하고,

  상기 테스터 에뮬레이터,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및 디바이스 테스트 에뮬레이터는 상기 테스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일

부로서 구현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기준 주기와 동기화하여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에 테스트 신호를 인가하고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최종

출력을 기대값과 비교하여 반도체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

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있어서,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정의 단자에 공급될 테스트 신호의 파형을 포함하여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 조건을 지정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입력 수단 -상기 테스트 프로그램은,

상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변경될 때에, 그 테스트 설명 포맷(test description format)이 변경됨-,

  상기 테스트 프로그램을 컴파일 및 해석하여, 상기 테스트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하는 컴파일러(compiler) 수

단,

  상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테이블 포맷(table format)으로 저장하여, 상기 컴파

일러 수단의 상기 테스트 프로그램의 컴파일 및 해석을 보조하는 컴파일러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컴파일러 수단에 의해 컴파일되고 해석된 데이터를 하드웨어 포맷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사양에 기초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갖는 라이브러리(library) 수단,

  상기 하드웨어 포맷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제공하여 상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내의 레지스터에 상기 하

드웨어 포맷 데이터를 전송하는 드라이버 수단, 및

  상기 드라이버 수단으로부터 상기 라이브러리 수단에 의해 형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할당된 메모리 영역

에 저장하고, 또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각 하드웨어의 사양 및 동작을 상기 하드웨어 내의 레지

스터들의 동작을 에뮬레이트할 정도로 에뮬레이트하는 에뮬레이터

  를 포함하고, 상기 라이브러리 수단에는 상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변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매개변수가

제공되고, 상기 컴파일러 인터페이스 수단 내의 상기 테이블 포맷의 데이터는 상기 라이브러리 수단 내의 새로운 매개변수

에 응답하여 수정되고, 상기 테스트 설명 포맷의 변경은 상기 수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되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브러리 수단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해야 할 포맷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상기 하드웨어 내의 레지스터의 물리적인 사양에 기초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갖는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수단을 더 포함하

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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