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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적 회로를 위한 테스트 모드를 디버그하고 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스캔스캔은 적응적이다. 스캔 체인
은 다중 스캔 체인 JTAG 모드 또는 다중의 독립적이고 병렬인 스캔 체인 모드중 어느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IEEE 1149. 1 표준을 지원하는 JTAG 제어기에 구현된 전용 명령에 의해 스캔 체인 모드 간의 구성 
전이가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버그 및 제조 테스트 목적을 위한 적응적 스캔 체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회로를 갖는 집적회로의 블록도.

제2도는 테스트 회로 단일 내부 스캔 모드와 다중 내부 스캔 모드를 위한 데이터 경로도.

도 2b는 도 1의 회로의 클럭/데이타 멀티플렉서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3은 도 1의 회로에서 JTAG 명령을 거쳐 입력될 수 있는 모드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1의 회로를 위한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의 블록도.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스킴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JTAG 제어기   110 : 집적회로

117, 160 : 클럭 발생기   120 : 테스트 제어 회로

126 : JTAG 블록  151-167 : 내부 스캔 체인

241-257,310,314,318,322,326 : 멀티플렉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집적회로  테스팅에서의  최근  개발  추이는  회로  기판  상에  장착된  집적회로  칩을  시튜  테스팅(situ 
testing)하기 위해 JTAG(Joint Test Action Group) 테스트포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JTAG 표준은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협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제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IEEE 표준 1149.1, IEEE 
표준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경계-스캔 아키택춰로서 정의되어 있다. IEEE 표준 1149.1은 역시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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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 Maunder 및 R. E. Tulloss에 의한 "Test Access Port and Boundary-Scan 
Architecture" (IEEEE Computer Society Press, 1990)에 설명되어 있다.

JTAG 스에서, 네 개(또는 선택적으로 다섯 개)의 신호 테스트 액세스 포트(TAP)가 보드 위의 각 칩 또는 
칩의 그룹에 부가된다. 상기 TAP은 네 개의 입력 : 테스트 클럭(TCK), 테스트 모드 선택(슨), 테스트 데
이터 인(TD  I),  및 선택적 테스트 리셋(TRSTN)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의 출력인 테스트 데이터 출력
(TDO)가 존재한다. TD I와 TDO는 칩에서 칩으로 데이지-체인되어 있는 반면에 TCK와 T MS는 브로드케스트
(broadcast)되어 있다.

T CK 입력은, 테스트 동작이 서로 다른 칩 간에 동기화될 수 있도록 칩을 위한 시스템 클럭에 무관하다. 
JTAG 테스팅은 동작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히 구성된 집적회로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테
스트 논리회로의 동작은 T MS 입력에서 인가된 신호의 시퀀스에 의해 제어된다. TD I와 TDO는 각각 직렬 
데이터 입력과 출력인 반면에 TRSTN  입력은 칩 또는 회로를 공지된 상태로 초기화시키는데 사용된다. 
JTAG 표준의 특징은 다섯 개의 JTAG 핀, TCK, TM S, T DI, 및 TRSTN 보다 수많은 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임의 종류의 스캔 소자를 직렬로 액세스하는 것을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프로토타빕 개발 동안 칩 디버그 목적으로, 칩을 위한 하나의 단일길이의 체인 대신에 다중의 스
캔 체인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되지 않은 스캔 체인은 다중 스캔 체인으로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다. 하나 이상의 기능 블록에 대해 선택 가능한 스캔 체인을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디버깅이 기능 블록에 집중될 수 있게 하고; 스켄 체인 구성에서의 디버그 에러가 
다른 기능 블록에서의 스캔 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기능 블록에 집중함으로써 스캔 시간 
동작을 감소시키며; 그리고 스캔될 기능블럭에서의 변화를 허용하는 한편 스캔되지 있지 않은 기능 블록
의 구성에서의 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JTAG 환경에서의 다중 스캔 체인은 제조 테스트 시간이 중요할 때에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
다. 그 이유는 JTAG 환경에서는 테스트 목적으로 오로지 하나의 스캔 체인만이 임의의 시간에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 DI와 TDO 간에 연결된 다중 스캔 체인은 스캔 쉬프트 시간이 관련되어 있는 한 하
나의 체인에 상당하기 때문에, 칩의 모든 스캔 소자에 스캔 값이 쉬프트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집적회로 칩 디버깅 목적을 위한 JTAG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된 단일 스캔 체인 
또는 동시에 병렬인 모든 스캔 체인중 어느 하나를 스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제조 테스트 모드에서, 몇쳐의 스캔 체인을 단일 스캔 체인에 결합하여 병렬인 모든 스캔 체인에 데이터
를 제공하는 다수의 입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몇몇 집적회로 칩 핀은 제조 테스트 모
드에서 스캔 체인을 위나타났 입력 포트로서 작용하도록 재구성되고, 일부 칩 핀은 스캔 체인을 위한 출
력 포트로서 작용하도록 재구성된다.

제조 테스트 모드 동안,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병렬인 스캔 체인의 데이터를 스캔 인하고 아웃하기 
위해 중복하지 않는 클럭 신호가 한쌍의 전용 칩 입력 포트에 의해 제공된다. JTAG 환경에서 다중 스캔 
체인의 경우, JTAG TC K 클럭으로부터 중복하지 않는 클럭이 파생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집적회로 칩은 JTAG 환경에서 다중 스캔 체인을 이용하여 디버그될 수 잇으며, 다중 
병렬 스캔 체인 동작을 위해 재구성된 후 제조 테스트를 거친다. 다중 병렬 스캔 체인 동작은 테스트 시
간을 줄일 수 있다.

적응적 방법으로 스캔 체인을 구현함으로써, JTAG 환경과 제조 테스트 환경모두에서 칩 디버그를 위한 장
점은 낮은 설계 비용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및작용]

도  1은  집적회로(IC)(110)의  블록도이다.  IC(110)는  집적회로  테스팅을  제조하는  테스팅  회로를 
구비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집적회로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주)에서 개발한 멀티

미디어 신호 처리기(MSP
TM
)이다. 상기 처리기는 C. Reader 등의 미국특허출원 번호 제 08/699,303호(1996

년 8월 19일 출원), 발명의 명칭 "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특허출원은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다. 상기 MSP 테스팅 회로는 본 발명에 첨부하는 부록 A-B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부록 B는 테스팅 회로를 위한 Verilog 코드를 포함한다.

테스팅 회로는 테스트 제어 회로(120)(도 1)를 구비한다. 회로(120)는 JTAG 표준에 따라 경계 스캔 테스
팅을 위한 제어 회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경계 스캔 테스팅 이외에, 테스트 제어 회로(120)는 이하에 정의된 바와 같이 내부 테스팅에 적합하다.

IC(110)은 회로(120)에 연결된 JTAG 표준에 의해 정의된 5핀을 구비한다. 이들 핀은 TC K(테스트 클럭 입
력), TM S(테스트 모드 선택), T DI(테스트 데이터입력), 및 TRST_N(테스트 리셋 입력, 액티브 로우)을 
포함한다. 핀 TC K 상의 클럭 입력은 JTAG 경계 스캔 테스팅뿐 아니라 내부 테스팅을 위해 사용된다. 특
히, 핀 TCK는 내부 스캔 체인(151-167)의 데이터를 스캔 인하고 스캔 아웃하기 위한 스캔 클럭 신호를 제
공한다. 각각의 체인은 LSSD(레벨 감지 스캔 설계) 래치로 내장된 쉬프트 레지스터를 구비한다. LSSD 래
치는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M. Abramobici등에 의한 "디지탈 시스템 테스팅 및 테
스트 가능한 설계"(1990)에 기술되어 있다. IC(110)의 일부 실시예는 17이상의 스캔 체인 또는 17미만의 
스캔 체인을 구비한다. 하나의 MSP 실시예에서, 17 스캔 체인, 및 이들 체인을 일체로 하고 있는 각각의 
MSP 기능 블록은 체인 1-17로서 부록 A,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체인 18은 MSP 경계 스캔 체인이고, 체
인 19는 MSP에 내장된  ARM7  처리기의 경계 체인이다.) 표 2에서 각각의 내부 체인(151-167)은 부록 A의 
표 5에 열거된 각각의 JTAG 전용 명령을 의해 선택될 수 있는 JTAG 테스트 데이터 레지스터이다.

도 2는 집적회로 테스팅을 위한 단일 내부 스캔 모드와 다중 내부 스캔 모드인 데이터 경로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2는 내부 스캔 레지스터의 데이터 스캔 입력 및 출력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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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로를 도시하지 않는다. 클럭 신호가 도1 에 도시되어 있고, 하나의 스캔 체인을 위한 클럭킹의 세
부사항은 도 2b에 도시되어 있다. 단일 내부 스캔 모드에서, 17 내부 스캔 레지스터(151-167)중 하나가 
JTAG 제어기(101)상의 T DI 포트로부터 스캔 입력 취하도록 선택된다. 단일 내부 스캔 모드가 선택되면, 
멀티플렉서(241-257)는 JTAG 제어기(101)로부터 나오는 리드(202-218)을 선택하도록 각각 설정된다. 멀티
플렉서(241-257)의 출력은 각각 스캔 레지스터(151-167)에 결합된다. 단일 내부 스캔 모드 동안, 스캔 레
지스터(151-167)중의 선택된 것이 JTAG T DO 포트에 결합된다. 즉, 선택된 스캔 레지스터는 단일 내부 스
캔 모드 동안 JTAG  T DI 와 TDO 사이에 놓이고, JTAG 제어기(101)에 의해 스캔이 수행된다.

본 발명에 따른 한 실시예에서, 부록 A의 표 6에 기술된 JTAG 서크팀 명령 코드 110100(340에 의해 다중 
스캔 모드가 선택된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 명령이 디코드될 때, JTAG 제어기(101)는 리드(240) 상의 신
호 mult_n를 멀티플렉서(241-257)에 어써트하여 멀티플렉서의 입력(221-237)을 선택한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가 선택된 후, JTAG 제어기(101)는 사용되지 않고, RunTest/Idle 상태에 남게된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에서, 스캔 모드 신호 mult_scan_mode는 양방향 핀 "AD04_MT3"에 접속되어 스캔 모드를 인하고 아웃
하도록  토글한다.  이  신호는  스캔될  기능  블록에  의해  사용되지만  스캔  체인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칩 위의 핀은 멀티플렉서(241-257)의 입력(221-237)에의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스위치되어, 내부 스캔 레지스터에의 병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다중 내부 스캔 동작에서, 입력(221-237)은 MSP 핀(130)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정상(비-테스팅) 동
작에서, MSP 핀(130)은 양방향 핀이다. 부록 A, 1.6.5절을 참조한다. 예를 들어, 한 실시예에서, 칩위의 
10개의 양방향 핀(130)이 입력 포트로서 구성되어 있는 한편, 10개의 다른 양방향 핀(132)은 입력 및 출
력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 동안  력과 출력을 위해 선택된 핀은, 선택된 양방향 핀
의 각각에서 정상 또는 테스트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멀티플렉서의 도입에 의해 유발된 부가된 지연이 정
상 모드 동안 타이밍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상(테스트에 반대되는 것으로) 모드에서 저속 논리회로에 
접속된 핀이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에 이용할 수 있는 칩 위의 핀의 수가 한 실시예에서는 10개의 핀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스캔 레지스터의 수는 단일 스캔 모드에서 17이기 때문에,  스캔 레지스터(151-
167)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 내부 스캔모드로 재구성되어 있고,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표 1에
서의 수는 표 2에서의 도면 번호를 가리킨다는 것에 유의한다.

[표 1]

재구성은 다중 내부 스캔 모드 동안 입력에 이용할 수 있는 10개의 양방향핀(130)을 이용하여 모든 17 스
캔 레지스터에의 액세스를 허용한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 동안 재구성된 레지스터로부터의 병렬 출력은 
IC(110) 상의 10 양방향 출력 핀(132)?? 이용가능하다.

각각의  내부  스캔  체인(151-167)은  테스트  데이터를  스캔하기  위해  중복하지  않는  스캔  클럭  sca_x, 
scb_x를 수신한다. "단일 내부 스캔" 동작에서는 체인(151-167)중 단지 하나의 체인만이 스캔된다. 각각
의 클럭, sca, scb은 이하 서술되는 바와 같이 TCK 클럭으로부터 유도된다. 일부 테스팅 환경은 TCK에 대
해 우수한 제어를 제공하여, 클럭 sca, scb에 대해 우수한 제어가 제공된다. 특히, TCK주파수가 잘 제어
되고, TCK는 임의의 시간에 시작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록 A의 1.1절에 기술된 테스팅 환경
을 참조한다. 따라서, 클럭sca, scb는 역시 단일 스캔 동작에서 양호하게 제어된다.

IC(110)는 또한 모든 체인(151-167)이 동시에 스캔되는 다중 내부 스캔 모드를 갖는다. 이 모드는 다수의 
표준 테스트가 신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을 때 제조하는데 적합하다. 이 모드에서, 클럭 sca, scb는 테스
트 클럭 입력 핀 TCA, TCB상에 제공된 중복하지 않는 클럭으로부터 유도된다. TCA 및 TCB는 일부 실시예
에서 전용 테스트 클럭 입력 핀이다. 개별적인 테스트 클럭 핀 TCA, TCB를 사용함으로써, 클럭 sca, scb
를 양호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Schlumberger ITS 9000과 같은 기존의 제조 테스트 장비와 IC(110) 
간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한다. 개별적인 클럭 핀 TCA,  TCB는 또한 캘리포티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VierLogic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ATPG 소프트웨어인 Sunrise
TM
와 같은 ATPG(자동 테스트 패턴 발생기)소프

트웨어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테스트하는 동안, 체인(151-167)를 구비한 기능 블록은 정상 동작은 시뮬레이트하도록 클럭될 수 있다. 
기능 블록은 정상 동작이 테스팅 동안 시뮬레이트되고 정상 동작이 실제로 발생할 때 클럭 CLKOUT에 의해 
클럭된다. 테스팅 동안, 클럭 CLKOUT은 TCK 클럭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들 클럭은 입력
(140)상에 제공된 정상 시스템 클럭 CLKIN 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정상 동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TCK로부터  CLKOUT을 유도함으로써 CLKOUT을 양호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클럭 CLK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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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실행하고 있다. (즉 제어가 잘되지 않는다.)

일부 테스트에서, 클럭 CLKOUT은 각 핀 AD05_MT5, AD04_MT4상의 테스트 클럭  mult_clk1, mult_clk2로부
터 취해진다. 정상 모드에서 이들 핀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양방향 핀이다.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JTAG 회로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JTAG  블록(126)에 T CK 클럭이 제공된
다. TC K는 또한 클럭 발생기(117)에 접속된다. 클럭 발생기(117)는 TC K 클럭으로부터  TC K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중복하지 않는 두 개의 클럭 jsca, jscb를 발생한다. 클럭/데이타 멀티플렉서(141)는 클럭 
jsca, jscb를 수신하고, 또한 각각의 테스트 클럭 핀 TCA, TCB로부터 클럭 신호 psca, pscb를 수신한다. 
일부 제조 테스트에서, 클럭 psca, pscb는 동등한 주파수를 갖는 중복하지 않는 클럭이다.

단일 내부 스캔 동작에서, 멀티플렉서(141)는 JTAG 블록(126)에 의해 선택된 내부 스캔 체인(151-167)중 
하나의 각 출력 sca_x, scb_x상의 클럭 jsca, jscb를 제공한다. 나머지 클럭 sca_i, scb_i는 로우(VSS에
서)로 유지된다. 다중 스캔 동작에서, 멀티플렉서(141)는 모든 내부 스캔 체인(151-167)에 대해 각각의 
출력 sca_x, scb_x상의 클럭 psca, pscb를 제공한다.

멀티플렉서(141)는 JTAG 블록(126)으로부터의 신호 INSS에 의해 제어된다.

클럭 jsca, jscb는 또한 클럭 발생기(117)에 공급된다. 클럭 발생기(117)는 또한 1) 입력(140)으로부터 
정상 모드 클럭; 2) 핀 AD05_MT5로부터 클럭 mult_clk1; 및 3) 핀 AD04_MT4로부터 클럭 mult_clk2을 수신
한다. 정상 동작에서, 클럭 발생기(174)는 정상 클럭(14))으로부터 CLKOUT를 수신한다. 비-스캔 테스트 
동작(예를 들어, BIST에서)에서, 클럭 발생기(117)는 정상 클럭(140)으로부터 출결 클럭 CLKOUT, 스캔 클
럭 jsca, jscb, 및/또는 클럭mult_clk1, mult_clk2를 발생한다. 클럭 발생기(117)는 JTAG 블록(126)으로
부터의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클럭/데이타 멀티플렉서(141)는 각각 내부 스캔 체인(151-167)에 대한 도 2의 멀티플렉서(241-257) 각각
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멀티플렉서(241)(도 2b참조)를 구비한다. 멀티플렉서(241)에서, 데이터 출력 si)x
는 멀티플렉서(310)의 출력이다. 멀티플렉서(310)의 데이터 입력 D0, D1은 각각의 신호 psi_x, jsi로부터 
수신된다. 신호 jsi는 단일 내부 스캔 모드에서 라인(106)(도 1참조)를 거쳐 핀 TDI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신호이다. 입력 psi_x는 핀(130)중 어느 한 핀으로부터 또는 체인(151-167)중 다른 핀의 스캔 출력으로부
터 다중 내부 스캔 동작으로 데이터를 수힌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다중 내부 스캔 모드에서, 일부 체
인은 하나의 체인으로 결합될 수 있다. 멀티필렉서(310)의 선택 입력 S는 멀티플렉서(241)의 입력mult_n
에 접속된다. 신호 명칭에서, 첨자 "_n"는 신호가 활성 로우라는 것을 가리킨다. 신호mult_n는 블록(12
6)에 의해 어써트(로우로 구동)되어 다중 내부스캔 모드를 가리킨다.

다중 내부 스캔 모드에서의 스캔 동작은 정상 동작에서 양방향 핀인 MSP 핀 AD03_MT3(도시되지 않음) 상
의 신호 "mult_scan_mode"에 의해 가리켜진다. 부록 A, 표 14를 참조한다. mult_n이 어써트되면(로우), 
mult_scan_mode가 어써트되어 스캔 동작을 위해 기능 블록을 컨피그한다.

멀티플렉서(310)의 입력 S가 로우일 때, 멀티플렉서(310)는 그 입력 D0, 즉 psi_x를 선택한다. 선택 입력 
S가 하이일 때, 멀티플렉서(310)는 D1(jsi)를 선택한다.

신호 mult_n은 멀티플렉서(314, 318)의 입력 S를 선택하도록 접속된다. mult_n이 로우일 때, 멀티플렉서
(314)는 핀 TCA(도 1 참조)에 접속된 입력 psca를 선택하고, MUX(318)는 TCB에 접속된 pscb를 선택한다. 
mult_n이 하이일 때, MUX(314)는 클럭 발생기(160)로부터 입력jsca를 선택하고, 멀티플렉서(318)는 클럭 
발생기(117)로부터 입력 jscb를 선택한다.

멀티플렉서(314)의 출력은 멀티플렉서(322)의 빕력 D1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318)의 출력은 멀티플렉서
(326)의 입력 D1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314, 318, 322, 326)는 멀티플렉서(31))와 동일하다. 멀티플렉
서(322)의 출력은 신호 sca_x를 공급한다. 멀티플렉서(326)의 출력은 신호 scb_x를 공급한다.

멀티플렉서(322, 326)의 입력 D0은 VSS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322)의 선택 입력 S는 OR 게이트(330)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30)는 OR 게이트(334)와 
NOR 게이트(338)의 출력을 OR한다. 게이트(334)의 두 개 입력중 한 입력은, 그 빙력이 입력 mult_n에 접
속되어 있는 인버터(348)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34)의 다른 한 입력은, 그 입력이 시스템 리셋 신
호 mrst_n에 접속된 인버터(352)에 출력에 접속된다.

NOR 게이트(338)의 두 개 입력중 하나는 멀티플렉서(241)의 입력 bist_c nt에 접속된다. NOR 게이트(33
8)의  다른  한  입력은  NAND  게이트(356)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56)의  두  개  입력중  하나는 
JTARMFLGKDU 블록(126)으로부터 신호 shiftdr를 수신한다. 신호 shiftdr는, JTAG 제어기가 상태 Shift_DR
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준 JTAG 신호이다. 상기 언급한 서적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경계-스캔 아키
텍춰"의 페이지 41(도 4 내지 8참조)를 참조한다. 게이트(356)의 다른 입력은 입력 dr_x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326)의 선택 입력 S는 OR 게이트(360)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260)의 두 개 입력 중 하나
는 OR 게이트(334)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60)의 다른 입력은 NOR 게이트(364)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64)의 두 개 입력중 하나는 입력 bist_춧에 접속된다. 게이트(364)의 다른 입력은 NOR 게이트
(368)의 출력에 접속된다. 게이트(368)의 두 개 입력은 각각 입력  dr_x, corsdr에 접속된다.

입력 mrst_n, mult_n, shiftdr. dr_x, corsdr, bist_c nt는 JTAG 블록(126)의 출력이다. 입력 mrst_n는 
시스템 리셋 신호를 수신한다. 정상 테스팅 동작 동안, 이 신호는 하이이다.

신호 mult_n는 JTAG 명령어 디코더(142)에 의해 발생된다. 이 신호는 JTAG 제어기(101)가 다중 스캔 체인 
명령(부록 A, 표 6에 기술된 전용 명령)을 수신하고 제어기가 RunTest/Idle 상태에 있을 때 어써트된다. 
mult_n이  로우일  때,  멀티플렉서(326)는  그  입력  D1을  선택하고,  TCA,  TCB  상의  클럭은  출력  sca_x, 
scb_x에 공급된다.

mult_n이 하이일 때, 멀티플렉서(322, 326)의 입력 D1은 각각의 신호 jsca, jscb를 수신한다. 멀티플렉서
(322, 326)의 선택 입력 S는 신호 shiftdr, dr_x, corsdr, 및 bist_c nt에 따라 신호를 수신한다. J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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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디코더(142)에 의해 발생된 신호  bist_c nt는, JTAG 제어기(1010가 부록 A, 표 9에 도시된 명령 
BIST  또는  GBIST,  또는  표  7에  도시된  임의의  다른  명령,  또는  표  4에  도시된  마지막  명령  "ARM7 
intest?BIST"를 수신한다. 이들은 BIST를 위한 전요 명령이다. 하이 bist_c nt는 멀티플렉서(322, 326)로 
하여금 각각의 출력 sca_x, scb_x에 클럭 신호 jsca, jscb를 공급하게 한다.

신호 corsdr는 JTAG 제어기 상태 Shift-DR 및 Capture-DR에서 JTARMFLGKDU  블록(12^)에 의해 하이로 구
동된다. 신호 dr_x는, 체인(151-167)의 대응하는 하나의 체인이 JTAG 제어기(101)에 의해 테스트 데이터 
레지스터로 선택될 때 JTAG 블록(12^)에 의해 하이로 구동된다. dr_x가 하이일 때, 이는 멀티플렉서(322, 
326)을 인 에이블시켜 각각의 신호 shiftdr, corsdr가 하이일 때 각각 jsca, jscb를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이 dr_x가 하이일 때, 체인(151-167)의 각 체인은 단일 스캔 모드로 스캔되거나 또는 데이터를 포획할 
수 있다.

상기 및 이하의 부록에 있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다. 일부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CMOS 기
술을 이용하여 구현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기술이 이용된다.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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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기능 블럭들;및 상기 복수의 기능 블럭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스캔 체인 회로를 구비하고,제1 테
스트 모드에서, 상기 스캔 체인 회로는 복수의  스캔 체인들을 구비하되, 각각의 스캔 체인은 그에 해당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기 복수의 기능 블럭들의 외부 및/또는 그안에서 데이터를 스캐닝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테스팅 동작에서 상기 스캔 체인들 중의 어느 다른 하나는 스캔되지 않고 상기 스캔 체인
들 중의 어느 하나가 스캔되지 않고 테스트되도록 작동되며,

제2 테스트 모드에서 상기 스캔 체인 회로는, 복수의 스캔 체인을 구비하되, 테스팅 동작에서 모든 스캔 
체인들이 병렬로 스캔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스캔 체인은 그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기능 블록들 외부 및/또는 내부에서 스캐닝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회로.

＜부록 A＞ 

MSP에서 테스트 및 정상 모드가 본 장에서 기술된다.  그와 같은 모든 모드 들은 5개의 JATG 핀만을 사용
하는 JTAG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1.2 어플리케이션 및 가정

다음 절에서 기술되는 모든 테스트 모드는 프로토타입 디버깅 및 제조 테스트 모드의 공정 동안 MSP 하드
웨어 테스팅을 보조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본  장은 사용자가 IEEE  1149.1  JTAG  프로토콜과 LSSD형  스캔 특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L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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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AG, 및 MSP 명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한다.

.테스트 컴파일러 참조 매뉴얼 버젼 3.2a 

(synopsys, Inc. 1994)

.IEEE 표준 1149.1-1990:IEEE 표준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경계 스캔 아키텍쳐,1990

.예비 MSP-IEX 시스템 명세, 삼성 반도체(주) 1996

1.3 특징

.LSSD형 스캔 설계

.각각의 기능 블럭에대한 독립적인 스캔 동작

.제조 테스트를 위한 스캔 동작

.MSP와 ARM7를 위한 두가지의 경계 스캔 체인

.모든 JTAG 기본명령, 인데스트(intest), 엑스테스트(extest), 및 샘플/프리로드(preload)

.메모리 엑세스 동작

.BIST 클럭 생성

1.4 테스트 방법 요약

MSP 테스팅에는 LSSD(레벨 센스티브 스캔 디자인(Leve1 Sensitive Scan Design)형 스캔 디자인,JATG 제어
기, 및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DFT(Design Fro Testability) 및 BIST(Built In Self Test)의 합성 기술을 
일체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 스킴이 지원된다.

MSP에 있는 제어 블럭은 완전히 스캔 가능하게 되어 있다. 데이타 경로 블럭은 부분적으로 하드웨어 로드
를 경감시키도록 스캔된다. 스캔 체인은 디버깅을 보조하기 위해 기능 블럭에 의해 파티션된다.

하나의 JATG 제어기를 이요하여 제어되는 MSP 및 ARM7을 위한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이 존재한다. JTAG 
제어 논리회로는 내부 스캔 체인은 물론 경계 스캔체인을 스캔할 수 있다.

실리콘에서 디버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DFT  방법이  캐쉬  메모리에 사용된다.  이는  DFT, 
JATG, 및 BIST 방법을 결합한 것이다. MARCH C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동안 테스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
동 비교 스킴이 캐쉬에 내장되어 있다. 메모리는 JATG 제어기 내부에 위치된 메모리 제어 레지스터를 이
용하여 제어된다.

1.5 개념적 JTAG 구비조건

JATG 제어기가 제공하여야 할 일반적인 구비조건이 논의된다. 이들은 보드레벨 테스팅 보다는 기능 디버
깅의 점으로 명시되어 있다.

MSP 및 ARM7 코어를 위한 경계 스캔 : 임의의 기능 벡터가 스캔 체인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스캔 체
인을 통해 클럭 패드에 있는 클럭 펄스가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타 버스와 같은 관
련된 신호 그룹에서 3-상태 및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오프-칩 및 내부 논리회로로부터의 임의
의 패턴이 포획되어 TD0 핀으로 쉬프트된다. 이는 상호접속 테스트 및 내부 논리회로 테스팅을 위한 경계 
스캔 셀을 거쳐 외부 칩 및 내부 논리회로를 각각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계 스캔 셀이 JATG 제어기
에 의해 갱신될 때까지 적어도 하나의 경계 스캔 동작은 모든 내부 상태 머신이 동결되는 것을 보장한다.

기능 블럭을 위한 스캔 인/아웃 테스트 : 스캔 체인은 기능 블럭 단위로 파티션된다. 만일 블럭이 다른 
블럭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스캔 셀을 갖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모든 스캔 셀에 대해 임의의 값을 
스캔 인 및 스캔 아웃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능 블럭을 위한 스캔 동작 동안, 선택된 체인을 제외
한 모든 내부 ff/래치, 경계 스캔 셀, 캐쉬, 및 레지스터는 이전의 값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실리콘 디버깅 공정을 위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며,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 경계 스캔, ARM7 경계 
스캔은 독립적으로 제어가능하여야 한다.

테스트  모드에서  시스템  클럭의  생성  :  MSP  칩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시스템  클럭  사이클로 
실행된다. 이는 클럭 펄스 생성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클럭 포트에 할당된 경계 스캔 
셀을 이용하여 클럭 펄스가 발생된다. 이는 하나의 펄스(0-1-0)를 생성하기 위해 모든 경계 스캔 셀을 세
번 스캔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극히 저속일 것이다. 시스템 클럭의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은 지원되
지 않는다. 캡쳐 전용 경계 스캔 셀이 사용된다. 만일 TCK가 20MHz이면, 약 24KHz 클럭이 MSP에 있는 경
계 스캔 체인을 이용하여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MSP에 있는 경계 스캔 길이는 270비트 길이라는 것에 유
의한다. 둘째, 클럭 펄스는 또한 JATG 클럭을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JATG 클럭의 한 펄스인 TCK는 하
나의 시스템 클럭 펄스와 동일하다. 이는 이전의 펄스와 비교하여 극히 고속이다. 두번째 클럭 생성 방법
은 주 시스템 클럭만을 위해 구현된다. 다른 클럭은 경계 스캔 체인을 이요하여 에뮬레이트된다.

JATG를 거쳐 내장된 메모리 액세스 : MSP내의 메모리, IDC 및 레지스터 화일은 테스트 모드에서 JATG 인
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된다. 임의의 장소에 대한 판독 및 기록 동작이 제공된다. 한나의 RAM에 대한 임의
의 판독/기록 동작은 다른 RAM에 있는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중의 독립적인 스캔 : 다중 스캔 체인은 기능 블럭 보다는 스캔 셀의 수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들은 
동시에 스캔된다. JATG 제어기는 스캔 체인 재구성의 회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JATG 명령 : 모든 기본적인 JATG 명령은 본 절의 상기 항에 명시된 기능을 제공하는 명령에 부가하여 구
현되어야 한다. JATG 명령 변경 동안, 모든 경계 스캔 셀은 변경되지 않으며, 모든 ff/래치는 그 상태를 
동결하고, 메모리를 그들의 현재 내용을 보유한다. 이는 프로토타입 디버깅 공정 동안 현재의 상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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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6 분류된 JATG 동작

본 절은 이전의 절에서 논의된 JATG 구비조건의 구현 문제를 논의한다. MSP설계에서 JATG 동작은 6개의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카네고리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작은 변형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JATG 디자인 세부사향의 절에서 카테고리에 대해 일치하는 명령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개의 다
른 카테고리는 정상 동작, 경계 스캔 동작, 단일 내부 스캔 동작, 메모리 액세스 동작, 다중 내부 스캔 
동작, 및 의사 시스템 클럭 동작 모드이다. 이들은 다음 주절에서 논의된다.

1.6.1 정상 동작

모든 기능 및 메모리 블럭은 지원되는 것에 따라 동작한다. 모든 공유 입력 및 출력 핀 및 테스트 논리회
로는 이 모드에서 적법한 신호를 제공하도록 적절히 리다이렉트(redirected)되어 있다. 이 모드는 JATG 
표준 신호, TRST_N(=0)을 인에이블시킴으로써 입력된다.

1.6.2 경계 스캔 동작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이 구현된다. 이들은 MSP와 ARM7 코어이다. MSP와 ARM7에 있는 모든 I/O 포트는 5
개의 JATG 관련된 핀을 제외하고 그 적당한 경계 스캔 체인 셀을 갖는다. 스캔 체인을 위한 특수한 경계 
스캔 셀은 MSP 경계 스캠 및 ARM7 경계 스캔의 절에서 알 수 있다.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은 하나의 JATG 
제어기를 공유할 것이며 독립적으로 스캔 가능하여야 한다. 스캔 체인 모두를 위한 인테스트(intest), 엑
스테스트(extest), 및 샘플/로드 명령이 구현된다.

1.6.3 단일의 내부 스캔 동작

이 모드에서, JATG는 MSP내부의 데이타 전송에 의해 하드웨어 제어를 인계한다. 이들내에 스캔 체인을 갖
는 모든 기능 블럭은 독립적으로 스캔 인 및 아웃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independently)"라는 의미는 
선택되지 않는 스캔 체인은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선택된 블럭만이 TDI 포트로부
터 스캔입력을 취하고 스캔 체인을 갱신한다.

이 스캔 모드는 주로 칩 디버깅에 사용된다. 사용자는 원한다면 스캔 체인의 값을 설정하고 관찰할 수 있
다. 하나의 스캔 체인만이 한번에 액세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테스팅 시간으로 보아 하나의 체인만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될지라도  제조  테스트를  위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6.4 메모리 액세스 동작

IDC(Instruction Data Cache)에 있는 vd_ram 및 tag_ram이 동시에 선택되고 액세스된다. data_ram은 독립
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다. RAM의 임의의 어드레스는 이 모드에서 독립적으로 판독 및 기록될 수 있다. 스
캔 체인과 JATG 제어기에 의해 메모리 동작이 직렬로 실행된다.

하나의 메모리가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위해 액세스되면, 다른 메모리는 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이하에
는 사용자가 메모리를 어떻게 액세스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 단일 스캔 모드로 변경하고 RAM 블럭을 선택한다. 필요한 데이타를 스캔인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드
레스 카운터, 및 기로될 데이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스캔 모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메모리 기록 동
작도 수행되지 않는다.

2. 단일 스캔 모드를 빠져나가 메모리 액세스 동작으로 진행한다. 이 모드에서, 테스트될 메모리가 선택
될  수  있다.  JATG  제어기는  각각의  메모리에  선택신호를  공급한다.  이들은  data_ram,  test_en, 
vt_ram_test_en, 및 register_file_test_en이다. 이들중 한번에 하나만이 활성일 수 있다.

3. 일단 한개의 메모리가 선택되면, 메모리 및 어드레스 카운터 제어 신호가 JATG를 사요하여 제어될 수 
있다.  제어명은  mem_we,  mem_hwd,  mem_compare,  mem_add_u/d,  mem_add,cnt,  mem_add_reset,  및 

mem_add_set이다. 그 사용은 JATG 인터페이스 신호의 절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1.6.5 다중 내부 스캔 동작

단일 스캔 모드 이외에, 10개의 다른 스캔 체인이 MSP에서 I/O 포트로 동시에 액세스되는 다중 스캔 모드
가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캔 ff/래치 카운트에 근거하여 기존의 스캔 체인으로부터 재구성된다.

다중 스캔 체인 동작은 제조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구현되어 있다. 10스캔 플립플롭이 모든 클럭 사이클
마다 액세스될 수 있다. 더우기, 단일 스캔 모드에서 스캔된 특수한 기능 블럭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JATG 명령 스위칭도 필요하지 않다.

10스캔 입력은 정상적인 기능 양방향 핀과 공유된다. 이들의 명칭은 

은 정상적인 양방향 핀과 멀티플렉스된다.

두개의 입력 포트 tca 및 tcb는 스캔 클럭 자극에 사용된다. 두개의 포트가 전용으로 테스팅에 사용되기 
때문에, 테스트 발생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못한다. 이들은 JATG가 아니라 테스터로부터 나온다는 것
에 유의한다.

제조동안 다른 테스터시, MSP는 경계 스캔 셀이 트랜스페어런드 모드에 있는 다중 스캔 모드로 설정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포트에 있는 모든 테스트 백터는 경계 스캔 셀을 통해 인가될 수 있다.

JATG가 다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양방향 I/O 셀을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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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핀을 지시하기 위해 전처리 단계를 피한다.

1.6.6 의사 시스템 클럭 동작

스 체인이 로드된 후, MSP의 일부는 프로토타입 디버깅 동안 단일 또는 복수 클럭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
다. JATG 제어기는 두개의 중첩하지 않는 클럭인 두개의 시스템 클럭인 clk1, clk2와 내부적으로 멀티플
렉스될 jsca, jscb를 발생한다. 정상 모드와의 주된 차이점은 클럭 소스이다. 이 모드에서, 클럭은 시스
템 클럽보다는 JATG 제어기로부터 나온다. 이는 의사 시스템 클럭이라고 불리운다. 멀티플렉스의 출력으
로부터의  클럭은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의사  시스템  클럭은  IDC  블럭만까지  후크 업
(hooked up)된다. 클럭이 인가되는 동안, 다른 시스템 클럭은 동결된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의 클럭 사이클 기간 동안 JATG가 발생한 클럭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럭 카운팅은 JATG 제어기 내부에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proTEST-PC 및 AVL("하드웨어 
테스트 환경"절을 참조한다.)를 통해 제공된다.

1.7 테스트 모드에서 신호 개요

개요 다이어그램이 도5에 도시되어 있다. 6개의 모든 다른 모드는 JATG 명령을 통해 입력될 수 있다. 이
는 모드 전후 사이를 수위치하기 위해 어떠한 전용 I/O 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JATG 명
령은 먼저 사용자가 소정의 모드로 진행하기 전에 로드되어야 한다.

표1은 6개의 다른 모드에서 중요한 신호의 개요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세가지 종류의 클럭, 시스템 클럭, 
스캔 클럭, 및 의사 시스템 클럭이 다른 테스트모드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MSP에 있는 클럭의 도면은 
도6에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클럭은 중첩하지 않는 두개의 클럭인 clk1 및 clk2를 가리키는데, 이는 시
스템 클럭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들중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스캔 플립플롭 및 스캔 래치의 정상적
인 클럭 포트에 접속될 것이다.

스캔 클럭은 모든 스캔 플립플롭과 스캔 래치에 대해 스캔 클럽 포트에 접소될 스캔 동작 동안의 두개의 
중첩하지 않는 클럭이다. 스캔 클럭은 JATG 제어기 또는 MSP 입력 패드인 tca 및 tcb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된다.  이들은 테스트 모드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것이다.  단일 스캔 모드에서,  두개의 스캔 클럭 
jsca, jscb는 선택된 기능 블럭에 펄스되며, 두개의 클럭 포트 tca, tcb는 논리 0에서 유지된다. 다중 스
캔 모드에서, jsca 및 jscb는 논리 0에서 유지되며 tca와 tcb는 인에이블된다.

의사 시스템 클럭은 또한 JATG 제어기에 의해 발생되는 중첩하지 않은 두개의 클럭이다. 이들은 스캔 클
럭, jsca 및 jscb와 동일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캔 클럭 포트 대신에 정상적인 클럭 포트인 이때 
서로 다른 위치로 진행한다.

단일 스캔 및 의사 시스템 클럭 모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이 클
럭은 스캔 동작 보다는 시스템 클럭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사 시스템 클럭으로 명명된다. 이 클럭은 psca, 
pscb로 지칭될 것이다.

표1에 있는 기능 블럭은 MSP 디자인에 있는 임의의 하드웨어 모듈을 가리킨다. 이는 곱셈기, FALU등 일 
수 있다. 메모리 블럭은 IDC 또는 레지스터 화일중 어느 하나이다. 입력 핀은 JATG 입력 핀을 제외하고 
MSP 핀 또는 인아웃(inout) 패드를 가리킨다. 출력 핀은 TD0 핀을 제외하고 MSP 핀 또는 인아웃 패드를 
가리킨다.

[표 1]

테스트 모드에서 MSP의 일반적인 픽쳐

정상 모드에서, 시스템 클럭 clk1, clk2가 펄스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MSP를 MSP 명세에 명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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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다. 스캔 클럭 sca 및 scb는 활성(sca=0, scb=0)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들이 활성이면, MSP에 있
는 스캔 플립플롭과 래치가 미지의 상태로 진입한다. 의사 시스템 클럭은 비활성이다. 따라서 모든 순차
적인 엘리먼트로 운반되는 클럭은 JATG 제어기 대신에 시스템 클럭 핀 mclk로부터 나온다. 모든 테스트 
논리는 정상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경계 스캔 모드에서, 어떠한 클럭도 활성이지 않다. 경계 스캔 체인은 JATG가 발생한 클럭을 거쳐 값을 
쉬프트한다. 모든 기능 블럭은 스캔 동작 동안 그 상태를 동결한다.

단일 스캔 모드에서,  단지 하나의 블럭만이 선택되어 스캔 클럭을 사용하여 스캔 인  또는 아웃될 수 
있다. 이 주기 동안, 5개의 JATG 핀이 액세스된다. 다른 I/O 핀은 중요하지 않다. 정상 모드에서 동일한 
이유로, 시스템 클럭은 활성이어서는 않된다. 모든 메모리 기록은 이 주기 동안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메모리 테스트에서, 의사 시스템 클럭은 메모리 판독 및 기록 동작에 사용된다. 처리될 모든 데이타가 메
모리 블럭의 스캔 체인에 있기 때문에, 입력 및 출력은 이 모드에서 중요하지 않다. 모든 메모리 제어는 
JATG 제어 논리회로의 JATG에 상주하는 메모리 제어 레지스터에 의해 조종된다.

다중 스캔 모드는 입력 패드, tca 및 tcb에서 나오는 스캔 클럭을 이용한다.

10개의 스캔 입력 포트와 10개의 스캔 출력 포트가 JATG 포트, TDI 대신에 스캔 데이타를 공급하는데 사
용된다.

의사 정상 모드는 JATG로부터의 클럭을 사용하여 MSP를 실행한다. 이 모드에서 MSP I/O에 있는 경계 스캔 
셀은 트랜스패어런트(transparent)가 아닌 인테스트(intest) 모드에 있다. 따라서 입력은 이 모드에서 일
정한다.

1.8 JATG 제어기를 통한 클럭 제어 스킴

클럭 제엇 스킴(scheme)은 프로토타입 디버깅을 돕는데 일체화되어 있다.

이 스킴은 클럭 정지, 요구시 클럭 발생, 및 클럭 재시작을 실행한다. 제어 신호에 대해서는, 1.10.4에 
있는 특수한 제어 레지스터를 참조한다. MSP 클럭에 대해서는 클럭 명세를 참조한다.

클럭 정지 : 클럭 정지 요구가 JATG에서 클럭 발생기로 주어질 때, MSP에 대한 클럭, 시스템 클럭, pci 
클럭, 및 코덱 클럽은 클럭 정지 요구가 이루어진 후 각 클럭의 제1 상승 에지에서 정지한다.

클럭 정지 요구는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간단한 방법은 시스템 상태에 무관하게 요구
를 발생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MSP가 클럭을 정지할 준비가 된 후에 요구하는 것이다. JATG 제어기
는 클럭 폐쇄 통지를 MSP에 방송하고 MSP로부터 아이들 상태를 인삭한 후에 클럭 발생기에 정지 요구를 
한다.

현재, 벡터 코어만이 JATG 제어기에 그 아이들 상태를 발행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요구시(on demand) 클럭 발생 : 1024까지의 임의 횟수의 클럭 사이클이 JATG 제어기의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 클럭 발생기에 요구될 수 있다. 클럭의 수는 시스템 클럭에 대한 것이다. 다른 클럭은 시스템 클럭
에 비례하여 발생된다. 요구시 발생되는 클럭은 초기의 클럭과 동일하다. 클럭이 정지된 후에 요구가 이
루어진다.

클럭 재시작 : 클럭 재시작이 요구되면, 모든 클럭은 클럭의 제1 상승 에지후에 시작한다.

1.9 전역 리셋 동작

시스템 리셋은 MSP 칩에 내장된 스캔 체인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동작에서, 마스터 리셋 신호는 
로우(활성 로우)로 되고, 리셋 동작 동안 유지된다.

JATG 클럭 TCK가 정상 동작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클럭은 데이타를 스캔 체인으로 쉬프트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TCK는 이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JATG 명령의 하나로써 간조될 수 없다.

이 스킴의 기능은 마스터 리셋이 로우일 때 논리 "0"값이 모든 스캔 ff/래치로 쉬프트된다는 것이다. 리
셋 동작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클럭 "clk1"  및  "clk2"과  스캔 ff/래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른 클럭은 디스에이블(clk=0, 
clk2=0)되어야 한다. 이는 스캔 클럭인 한 가지 종류의 클럭만이 스캔 ff/래치에 인가되게 한다. 이는 제
어 논리를 포트에 더할 것을 필요로 한다.

시스템  클럭은  스캔  클럭  sca,  scb를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스캔  동작이  극히  저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유 클럭(normal free clock)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시스템 클럭은 2로 나우어질 것
이다.

마스터 리셋은 스캔 ff/래치로 리셋 값을 쉬프트하기에 충분히 낮아야 한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
적절한 동작을 초래할 것이다.

이 동작은 JATG 제어기 부분의 내부에서 구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MSP가 이 동작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아직 결정 않았다.

1.10 JATG 디자인 세부사항

본 절은 MSP JATG 디자인 문제, 명령, 및 이용 가능한 그 코드를 기술한다.

이전의 절에서 논의된 모든 기능은 본 절에 기술되는 명령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JATG 제어기에 있는 명령어 디코더는 가능한 38 커스텀 명령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1명령이 차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할당된다. 36개의 명령중 17개의 명령은 연관된 내부 데이타 레지스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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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데이타 레지스터와 명령어 레지스터의 직렬 출력은 멀티플렉스되어 TD0핀에 접속된다. 선택되면, 명령
에 의해 TDI 핀으로부터의 데이타가 선택된 데이타 레지스터 또는 명령어 레지스터를 통해 직렬로 쉬프트
되고 TD0핀에서 관측된다.

모든 JATG 회로에서, MSB는 최좌측 비티이고 전형적인 신호명은 이와 같음 "DATA[N:0]"와 흡사하다. 다른 
회로와 통합할 때에는 정확한 신호 상호접속을 위해 이와 같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1 구비조건

JATG 제어기가 적절히 동작힉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

입력 핀 : TDI와 TMS 입력 핀은 온칩 풀-업(onchip pull-up) 레지스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핀이 사용자에 의해 접속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면, JATG 제어기 입력은 여전히 논리 하
이 또는 논리 로우 레벨에 접속되어야 한다.

클럭 스큐(clock skew) : 270비트 길이 클럭 드라이버인 경계 스캔 레지스터는 비트 0 클럭 입력과 비트 
270 클럽 입력 간에 최소의 스큐가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JATG 제어기는 최대 40MHz의 
클럭 주파수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클럭 상태 : 내부 스캔 동작 동안 준수되어야 할 클럭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스캔 래치의 정상적인 클럭 포트로 향하는 클럭은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2. 스캔 플립플롭의 정상적인 클럭 포트로 향하는 클럭은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1.10.2 MSP에서 내부 스캔 체인

JATG 제어기를 위한 내부 스캔 체인은 효율적인 칩 디버깅 목적을 위해 기능 블럭 단위로 구성된다. 모든 
내부 스캔 체인은 표2에 열거되어 있다. 현재의 스캔 체인 파티션은, 체인의 스캔 셀의 수에 근거하여 제
조 테스트 목적을 위해 스캔 체인이 재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동안 최종 테스팅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MSP 칩이 디버그되는 방버에 영향을 미친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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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를 위한 스캔 체인

1.10.3 JATG 명령

JATG 명령은 표1 내지 10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분류된 JATG 동작 절에서 논의된 JATG 동작 등급에 따
라 분류되어 있다. "테스트 명"은 각 명령의 명칭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암시한다. 명령 코드는 특수한 
데이타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기 전에 JATG 제어기에 있는 명령어 레지스터로 쉬프트되어야 한다. 선택된 
레지스터는 각 명령에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타 레지스터를 도시한다.

표4는 MSP의 경계 스캔을 위한 명령을 도시한다. 이들중 8개는 MSP 경계 스캔 체인을 위한 것이다. 이들
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MSP 경계 스캔 체인 또는 바이패스 레지스터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경계 
스캔 체인이 선택되면, 벡터가 스캔 체인으로 로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MSP 경계 스캔은 액세스할 
수 없다.

표4에서 3개의 명령은 ARM7 경계 스캔 체인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AMR7 경계 스캔 체인을 선택한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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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스캔 셀 및 클럭 제어

표3은 경계 스캔 셀을 위한 제어 신호와 시스템 클럭 바이패스 신호를 도시한다. 이하에 항목별로 분류되
어 있는 MSP와 ARM7에 대한 2개의 경계 스캔 체인을 제어하는 4개의 모드 신호가 존재한다. 다른 제어 신
호, MSP_bs_disable, ARM7_bs-disable, 및 sys_clk_bypass의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 절에 있는 JATG I/O 
신호의 표를 참조한다.

MSP Mode_I : MSP 경계 스캔 입력 셀 모드 신호

MSP Mode_O : MSP 경계 스캔 출력 셀 모드 신호

MSP Mode_C : MSP 경계 스캔 제어 셀 모드 신호

ARM7 Mode_I : ARM7 경계 스캔 입력 셀 모드 신호

ARM7 Mode_O : ARM7 경계 스캔 출력 셀 모드 신호

모드  신호가  로우일  때,  경계  스캔  셀은  정상  입력  포트로부터  입력을  취하도록 트랜스패어런드
(transparent)하게 된다. 이것이 하이일 때, 경계 스캔 셀의 출력은 경계 스캔 셀에 있는 갱신(update) 
래치에 따른다. (경계 스캔 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GL75 데이타 북을 참조한다).

표 5는 JTAG 제어기를 거쳐 액세스될 수 있는 모든 기능 블럭에 대한 내부 스캔 체인을 도시한다. 표6에
는 다중 스캔 모드에 대해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한다.

표7은 메모리 액세스 명령을 도시한다. IDC 블럭에 있는 세개의 메모리는 JTAG 제어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데이타 RAM과 레지스터 화일은 그 자신의 명령을 갖는다. Vd RAM과 태그 RAM이 동시에 액세스된다. 
차후 이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명령이 존재한다. 이는 ROM 또는 다른 내장된 RAM을 위한 것일 수 있다.

MCR은 JTAG 제어기에 위치된 메모리 제어 레지스터이다.

표8은 시스템이 파우어 업(powered up)될 때의 디폴트 명령을 도시한다.

표9은 시스템 클럭 보다는 JTAG 핀 TCK로부터 실제로 나오는 의사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기 위한 명령을 
도시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JTAG 인터페이스를 거쳐 클럽 사이클의 수를 제어할 수 있다. 표10은 차후
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이용가능한 명령을 도시한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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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스캔 명령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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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내부 스캔 명령

[표 6]

다중 스캔 명령

[표 7]

메모리 액세스  명령

[표 8]

파우어업 명령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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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스템 클럭 발생 명령

[표 10]

시스템 행위를 모니터하기 위한 JTAG 명령 클래스

[표 11]

장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JTAG 명령 클래스

1.10.4 특수한 제어 레지스터

JTAG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두개의 특수한 레지스터가 존재한다. 이들은 내부 논리회로를 제어하거나 
또는 MSP 시스템의 상태를 관측하는데 사용된다. 그 명칭은 MCR(모드 제어 레지스터)와 OCR(관측 제어 레
지스터)이다. 각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제어 신호는 이하와 같다.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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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의 내용

[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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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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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JTAG 명령을 이용한 테스트 시나리오

1.10.5.1 디버깅 단계

MSP의 디버깅 프로세스는 선정된 두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이는 반복될 것이다. 준수하여야 할 간단한 단
계는 이하와 같다. 이는 프로시져 동안 JTAG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단계 0 : 클럭 정지 요구 발행 : 사용자가 MSP가 그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어떤 이유로 클럭을 정지하기
를 원할 때, 먼저 클럭 정지 플래그가 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JTAG 제어 논리 회로를 통해 발행된다. 
다음에 플래그는 필요한 모든 기능 블럭으로 방송된다. JTAG 명령 MCR/BIST1 또는 MCR/BIST2는 신호를 발
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계 1 : 내부 상태의 관측 : 다음 단계는 정상 모드로부터 JTAG 제어 모드로 언제 진행할 지를 아는 것
이다. 이 모드에서, OCR(관측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 내부 상태가 관측될 수 있다. 클럭 정지는 JTAG가 
모든 기능 블럭으로부터의 모든 신호를 관측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MSP가 그 동작을 실행하
고 있는 동안, TD0 핀을 통해 상태가 관측될 수 있다. 사용될 명령은 모니터이다.

단계 2 : 클럭의 정지 : 필요한 상태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스템이 아이들 상태일 때 모든 유
형의 클럭을 정지할 수 있다. 클럭 정지는 적당한 스캔 레지스터를 스캔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사용자
는 MCR의 값을 어떻게 셋업하는 가에 따라 클럭을 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정상 클럭이 실
행하고 있는 블럭에 대한 셀을 스캔하여서는 안된다. 클럭 정지 신호는 MSP가 시스템 클럭에 따라 실행하
는 동안 발행되고 있다. 네개의 명령, MCR/BIST1, MCR/BIST2, MCR/BIST3, 및 MCR/BIST4 중에서 임의의 것
이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하느데 사용될 수 있다. MCR/BIST1과 MCR/BIST2는 경계 스캔 셀이 트랜스패어런
트모드에 있는 동안 신호를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모든 입력 신호가 차단되어 있는 동
안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할 수 있다.

단계 3 : 내부 상태의 스캐닝 : 이제부터, 모든 클럭이 바이패스되어 자유로이 실행하는 클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적당한 블럭을 스캔할 수 있다. 사용자는 ARM7 블럭의 경계를 스캔하기 위해 명령 9-10
을 사용할 수 있다. 명령 12 내지 28은 기능 블럭을 스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명령 35와 36은 TCK에서 
나오는 고속 클럭을 발행하느데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이 재시작 되기 전에, 사용자는 MSP에 필요한 셋업
을 취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ARM 클럭과 같은 절반의 클럭을 발생하는 상태 머신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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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단계 4 : 클럭의 재시작 : 이제부터 MCR에 값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클럭이 재시작될 수 있다. 단계 2에
서와 같은 명령이 이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클럭 정지 플래그가 논리 
"0"으로 리셋될 것이다.

1.10.5. 2 제조 테스트 동작

제조 테스트 모드는 다중 스캔 명령을 이용하여 입력될 수 있다. 일단 이 모드를 위해 디코드되면, MSP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0개의 양방향 핀들이 입력 포트로서 구성된다.

10개의 양방향 핀들이 출력 포트로서 구성된다.

1개의 양방향 핀이 clk1의 입력 포트로서 구성된다.

1개의 양방향 핀이 clk2의 입력 포트로서 구성된다.

1개의 양방향 핀이 scan_mode의 입력 포트로서 구성된다.

다른 양방향 핀이 정상 모드에서와 같이 구성된다.

I/O 클럭과 동일한 ARM7 클럭이 clk2로서 인가된다.

PCI 클럭은 clk1, clk2를 사용한다.

스캔 클럭이 두개의 입력 핀 tca, tcb에 의해 발생된다.

모든 코덱 클럭이 코덱 클럭 포트로부터 공급된다.

1.10.5.3 ARM7 실행

ARM7은 ARM7 인테스트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된다. ARM7 경계 스캔 셀은 트랜스패어런트하지 않다. ARM7의 
입력 및 출력은 경계 스캔 체인을 통해 인가되고 관측된다.

클럭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TCK로부터 클럭이 발생된다.

mclk가 하이일 때 그 신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3개의 입력 prog32, data32, 및 bigend가 요구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갱신 신호가 다른 경계 스캔 셀갱신 신호로부터 분리된다.

mclk는 I/O 클럭과 공유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ARM7이 클럭이 트리거되면, 다른 블럭의 상태
가 바뀔 수 있다.

1.10.5.4 캐쉼 및 레지스터 화일 액세스

MCR을 데이타 레지스터로서 선택하고 입력 및 출력 신호를 차단하는 MCR/BIST4 명령을 로드한다. bist 클
럭이 이 모드에서 발생되어 동작의 속도를 가속시킨다. MCR을 제어함으로써, 판독 및 기록이 수행될 수 
있다.

캐쉬 및 레지스터 화일로 향하는 클럭은 테스트 클럭과 함께 멀티플레스된다. 메모리 동작은 다른 논리 
블럭의 상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1.10.5.5 벡터 전용 실행

벡터 전용 실행은 AMR7의 출력을 VP 블럭의 입력으로서 간주할 것을 필요로 한다. ARM7 경계 스캔 액세스 
명령을 이용하여 그것을 수행한다.

1.10.5.6 인테스트 및 엑스테스트

인테스트 및 엑스테스트 명령을 이용한다.

1.10.6 JTAG인터페이스 신호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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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AG제어기I/O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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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JTAG 인터페이스 신호는 표11에 열거되어 있다.

1.11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이 도5에 도시되어 있다. AVL(ASCII 벡터 언어)는 경계 스캔 테스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테스트 벡터 언어와, 경계 스캔 테스트 툴 모두이다. 이는 종래의 병렬 벡터 지향 자동화 테스트 
장비(ATE) 언어를 IEEE 표준 1149.1로 정의된 직렬 경계 스캔 테스팅과 결합한다.

proTest-PC는 테스팅 구성요소, 기판 및 시스템을 위해 IEEE 표준 1149.1 신호를 수신하고 발생할 수 있
는 PC에 근거한 테스트 제어기 기판이다. AVL과 proTest-PC는 AIS(Alpine Image System(주))의 제품이다.

테스트 공정 동안, MSP를 위한 모든 테스트 벡터는 AVL 언어를 통해 직렬로 포맷되어 proTest_PC 보드를 
통해 MSP에 인가된다. 테스트 벡터는 MSP I/O 또는 스캔 체인에 인가되는 벡터들이다. 직렬로 수행되는, 
모든 기능 블럭에 대한 테스트 벡터 어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캔 체인의 특정 위치를 액세
스하도록 AVL 매트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JTAG 5핀만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상세한 정
보를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한다.

AVL 사용자 지침, V1.80, Alpine Image System(주), 1995

proTest_PC 사용자 지침, V3.01, Alpine Image System(주), 1995

1.12 내장 RAM 테스트 스킴

1.12.1 IDC

도6은 IDC블럭을 위한 테스트 스킴을 도시한다. 테스트 논리 회로는 블럭, CCCU 및 IDC에 삽입된다. 모든 
점선은 정상 모드에서의 신호를 가리킨다. CCU블럭은 테스트 및 정상 모드에서 어드레스를 위한 멀티플렉
스 논리회로를 제공한다. 세트, 리세트, 업/다운, 및 카운트 인에이블 기능을 갖는 9비트 카운터를 갖는 
어드레스가 발생된다. 모든 카운터 동작은 시스템 클럭, clk1과 동기되어야 한다. 4개의 카운터 제어 신
호, mem_add_ud, mem_add-cnt, mem_add_reset, 및 mem_add_set가 JTAG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다. MSB쪽의 
첫번째 2개 비트는 뱅크 선택을 위해 접속될 필요가 있다.

32비트 ben_idc 신호는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동안 논리 1로 세트된다. 테스트와 정상 신호 사이를 선택하
는 2개의 신호가 존재한다. Vt_ram_test_en은 vd_ram 및 tag_ram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Data_ram_test_en은 data_ram 테스팅을 위한 것이다. 만일 신호들이 논리 하이이면, 테스트 데이타가 선
택된다.

MARCH C 알고리즘이 인가되는 동안 IDC 블럭은 자동 비교를 위해 내장된 비교기를 갖는다. 또한 JTAG 제
어기에 의해 제공된 6개의 메모리 제어 신호가 존재한다. Mem_compare는 입력 및 출력 레지스터 간의 비
교를  인에이블시킨다.  만일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파라메타의  출력은  논리  0을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논리 1이다. 모든 I/O 레지스터는 스캔 체인에 있고, 이것을 통해 입력 및 출력 액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Mem_hwd  신호는  논리  1일  때  기록  레지스터에  데이타를  유지한다.  다른  메모리  제어  신호,  mem_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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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_data_cs, mem_vt_cs 및 mem_vclear에 대해서는 MSP 명세를 참조한다. 이들 명칭은 "mem"으로 시작한
다는 점을 제외하고 정상 모드 신호에서와 동일하다.

1.12.2 레지스터 화일

레지스터 화일에 명시된 테스트 스킴은 테스트 모드에서 레지스터 화일을 용이하게 액세스하도록 되어 있
다. IDC에서와 같이 내장된 비교기 논리회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MARCH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도 7(레지스터 화일 테스트 스킴)는 테스트 환경을 위한 전체 스킴을 도시한다. 점선은 정상 신호를 도시
한다. 3개의 영역, 데이타 경로, reg_file, 및 EXE 블럭이 존재한다. 굵은 선의 좌측에 있는 모든 논리는 
reg_file 블럭을 제외하고 EXE 블럭에 속한다. EXE 블럭은 테스트와 정상 모드 간에 어드레스와 제어 신
호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스 논리회로를 공급한다. 테스트 모드 선택 신호 reg_file_test_en, 및 3개의 메
모리 제어 신호 mem_wel, mem_we2, 및 mem_cex는 JTAG 제어 논리회로에 의해 공급된다. 만일 
reg_file_test_en이 하이이면, 테스트 데이타가 선택된다.

어드레스는 세트, 리셋, 업 및 다운, 및 카운트 인에이블을 갖는 6비트카운터에 의해 발생된다. 모든 카
운트 동작은 시스템 클럭 clk1과 동기된다. 입력 및 출력 레지스터는 도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경
로 블럭에 위치된다. 모든 I/O 레지스터는 스캔될 필요가 있다. 32비트 ben 신호는 테스트 모드에서 논리
1에 결합된다.

1.13 MSP 경계 스캔

MSP의 모든 I/O 패드는 적당한 경계 스캔 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스캔 체인에는 270 경계 스캔 
셀이 접속된다. 스퀀스와 셀은 표 13에 열거되어 있다.

1.13.1 경계 스캔 셀 선택

KGL75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JTAG 셀이 이하에 열거된다. 일치하는 그 JTAG 표준 셀이 표 15에 열거된다. 
MSP를 위한 경계 스캔 체인은 LSSD형 스캔 셍을 이용한다. KGL75와의 차이점은 중첩하지 않은 2개의 클럭
을 이용하여 경계 스캔 체인을 통해 쉬프트하는 것이다. KGL75 경계 스캔 체인은 ARM7의 경계 스캔에 사
용된다.

JTVI1 : 앙방향 IO 경계 스캔 셀.

JTCK : 클럭 입력과 같은 특수한 입력, 경계 스캔 셀.

JTIN1 : 입력 경계 스캔 셀

JTINT1 : 3-상태 제어 내부 경계-스캔 셀

JTOUT1 : 출력 경계 스캔 셀

적당한 경계 스캔 셀을 선택하는 규정은 이하와 같다.

[표 15]

KLG75 대 JTAG 표준 간의 경계 스캔 셀의 일치 표

GND, VDD 및 VCC 핀을 제외한 클럭 입력을 포함하는 모든 입력 셀의 경우, JTIN1을 이용한다.

모든 양방향 셀의 경우, JTVI1를 이용한다.

모든 출력 셀의 경우, JTOUT1을 이용한다.

t/s(3-상태) 핀의 경우, JTINT1 셍을 더한다. AD[31:0]과 같은 일단의 신호에 대해서는 하나의 3-상태 제
어 셀을 이용한다.

o/d(오픈 드레인(open drain))을 갖는 핀의 경우, JTINT1 셀을 이용한다.

s/t/s(ststained 3-상태)를 갖는 핀의 경우, 경계 스캔 셀 선택에서 t/s와 동일하다.

1.13.2 경계 스캔 셀 시퀀스

TDI 입력으로붙 카운터-클럭 방향으로 경계 스캔이 체인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MSP 핀 배치
를 참조한다.

양방향 핀의 경우 입력 셀이 먼저 온다.

만일 3-상태 핀이 존재하면, 3-상태 제어 경계 스캔 셀 JTINT1이 셀 이전에 온다.

만일 많은 3-상태 핀이 시퀀스로 존재하면, 단지 하나의 3-상태 제어 셀이 시퀀스의 첫번째 3-상태 핀 이
전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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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디자인 세부사항

모든 ADxx 신호는 동일한 3-상태 인에이블 신호를 갖는다. 따라서 32비트 AD신호를 적절히 제어하는 데는 
단지 하나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은 충분하다. 그러나, 다중 스캔 모드에서 신호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
는, 4개 이상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이 삽입된다. 결국, 총 5개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이 AD버스에 사용된다. 
5개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은 MSP 코어로부터 하나의 정상 제어 신호를 취하고 5개의 제어 신호를 만든다.

[표 16]

MSP에 대한 경계 스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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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ARM7 경계 스캔

경계 스캔 셀 선택은 MSP 경계 스캔 셀 선택에서의 방법으로서 취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전의 절을 참조한다. 그 명칭과 순서는 표14에 기술되어 있다.

[표 17]

ARM7에 대한 경계 스캔 셀 순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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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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