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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집적 회로는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테스트 포트와 상기 제 1 클럭 속도보다 빠른 제 2 클
럭 속도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논리 블럭을 구비한다.  경계 스캔 셀로서 형성된 제어 레지스터
는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고 상기 기능 블럭에 제어 입력을 공급하여 에뮬레이션 작업을 제어한다.  상
기 제어 레지스터는 상기 기능 블럭이 동작하는 동안 상기 테스트 포트를 통한 직렬 쉬프트 동작을 거쳐 
기록가능하다.  상기 기능 블럭에 공급되고 있는 상기 제어 레지스터의 출력은 상기 직렬 쉬프트 동작 동
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경계 스캔 셀로서 형성된 관측 레지스터는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고, 상기 기
능 블럭이 동작하는 동안 직렬 쉬프트 동작을 거쳐 상기 테스트 포트를 통해 판독가능하다.  상기 관측 
레지스터는 상기 기능 블럭의 상태를 가리키는 신호를 상기 기능 블럭으로부터 수신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테스트 환경의 개관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테스트 아키텍쳐에서 바라 본 상세도.

도 3 은 경계 스캔 레지스터 셀.

도 4 는 본 발명에 따라 특수한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결합된 몇몇 경계 스캔 레지
스터 셀.

도 5 는 JTAG에서 모드 전이의 개관도.

도 6 은 시스템 및 테스트 클럭 회로도.

도 7 은 MSP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을 도시하는 도면.

도 8 은 IDC 블럭 테스트 스킴을 도시하는 도면.

도 9 는 레지스터 화일 테스트 스킴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203 : 내부 기능 블럭

205 : 클럭 제어 논리

207 : 모드 제어 레지스터

300, 430, 450, 470 : 레지스터 셀

305, 330 : 멀티플렉서

310 : 플립플롭

320 :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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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래치

405, 410, 415, 420, 435, 440 : 리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집적회로는 보드 위에 장착된 집적회로 칩의 테스트 및 디버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점차 JTAG(Joint 
Test Action Group) 테스트 포트에 일체화되고 있다.  JTAG 표준은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이제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IEEE 표준 1149.1, IEEE 표준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경계-스캔 아키텍쳐로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역시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C.M. Maunder, 
R.E. Tullos의 테스트 액세스 포트 및 경계-스캔 아키텍쳐(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 출판사, 1990)를 참조
한다.

JTAG 테스트 포트(테스트 액세스 포트 또는 TAP)는 VLSI 디자인을 에뮬레이트하고 디버그하기 위한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JTAG가 스캔 액세스를 통해 집적회로의 코어 논리부를 제어
하고 관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TAG를 이용하는 일부 종래의 에뮬레이션 방법은 코어 논
리회로와 JTAG 포트 간에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JTAG 포트가 
집적회로내의 기능 블럭에 제공된 시스템 클럭보다 저속인 크기일 수 있는 테스트 클럭 주파수로 동작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5,535,331호는 집적회로내에 구비된 JTAG 제어기와 기능블럭 간의 
비교적 복잡한 인터페이스 스킴과 같은 스킴을 개시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많은 JATG 출원에서는, 기능
블럭에 대한 상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시스템 클럭을 정지시킬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VLSI 칩 위의 
JTAG 포트와 코어 논리블럭 간에 확장가능하고 유연성있는 즉,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각각의 새로
운 응용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재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매번 시스템 클럭을 정지시킬 필요없이 
코어 논리블럭의 상태에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JTAG와 같은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VLSI 칩의 에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간단하
고 확장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제 1 클럭 속도로 시스템 클럭과 함께 동작
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논리 블럭과 제 2 클럭 속도로 테스트 클럭과 함께 동작하는 테스트 포트를 구
비하는 집적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는데, 상기 제 2 클럭 속도는 상기 제 1 클럭 속도보다 
저속이며, 상기 테스트 포트는 집적회로의 외부에 있는 테스트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방법은 제 
1 테스트 명령과 함께 상기 테스트 포트를 거쳐 제 1 제어 레지스터를 스캔 어드레스로 선택한다.  갱신
된 제어 값은 제 2 클럭 속도에서 제 1 제어 레지스터로 쉬프트되고, 상기 기능 논리 블럭에 공급되고 있
는 제 1 제어 레지스터의 출력은 상기 쉬프팅 동안 변하지 않는다.  다음에 갱신된 제어 값이 상기 제어 
레지스터의 제 1 부분에서 제 2 부분으로 로드되어 상기 기능 논리 블럭에 공급된다.

부수적으로, 상기 갱신된 제어 값은 상기 테스트 제어기가 상기 시스템 클럭을 정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기 기능 블럭에 가리키는 정지 클럭 요구 플래그 비트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시스템 클
럭이 활성인 동안에 발생하는 상기 정지 클럭 요구 플래그 비트를 어써트(asserts)하는 쉬프팅 및 로딩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기능 논리회로는 명령 스택에 계류중인 명령을 완료함으로써 아이들 상태로 진입
하고 상기 기능 논리회로가 상기 아이들 상태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제 2 제어 레지스터에 아이
들 상태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정지 클럭 요구 플래그에 응답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아이들 신호가 상기 
기능 논리회로에 의해 어써트될 때와 일단 아이들 신호가 상기 테스트 제어기에 의해 검출된 것을 판단하
기 위해 상기 테스트 포트를 통해 상기 제 2 제어 레지스터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상기 시스템 클럭을 정
지시키기 위해 클럭 제어 논리 블럭을 가리키도록 어써트된 정지 클럭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갱신된 제어 
값을 쉬프트 및 로드하는 단계를 구비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술하며, 도면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부
분에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테스트 환경의 단순 개략도를 도시한다.  집적회로(IC)(110)는 집적회로
의 테스트와 디버깅 및 집적회로, IC(110),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주)에

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기(MSP
TM
)  상에서  실행하도록  의도된  어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TAP(111)을 구비한다.  32 비트 RISC 마이크로콘트롤러(ARM 7)와 디지탈 신호 처리를 위한 벡터 처리기 
엔진을 구비하는 상기 처리기는 본 발명의 참조로 일체화되어 있는, C. Reader 등의 미국특허출원 번호 
제 08/699,303 호(1996년 8월 19일 출원), 발명의 명칭 비디오 데이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기술되어 있다.  MSP 테스팅 회로는 본 발명의 첨부하는 부록 A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IC(110)
는  또한  외부  장치  즉,  SDRAM(112)에  결합되어  있다.   TAP  제어기(113)는  JTAG  버스(114)를  통한 
TAP(111)을 통해 IC(110)의 디버그와 에뮬레이션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기술된 실시예는 JTAG 구현을 
가정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VLSI 칩 상의 다른 직렬 테스트 인터페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JTAG(111)는 JTAG 표준에 따라 경계 스캔 테스팅을 위한 제어회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JTAG에 의
해 한정된 경계 스캔 테스팅 이외에, TAP(111)은 이하에 정의된 바와 같은 내부 테스팅에 적합하다.

도 2 를 참조하면, IC(110)의 테스트 아키텍쳐가 보다 상세히 도시된다.  JTAG 포트(111)는 버스(114)를 
구성하는 JTAG 표준에 의해 정의된 5 핀을 구비한다.  JTAG 표준은 집적회로 상에서 테스트 액세스 포트

39-2

1019970022660



(TAP)를 인터페이스하는 네개의 신호(5번째는 선택적임)를 필요로 한다.  TAP 입력 신호는 테스트 클럭
(TCK), 제어 신호로서 작용하는 테스트 모드 선택(TMS), 직렬 데이타와 명령을 수신하는 테스트 데이타 
인(test data in)(TDI), 및 선택 테스트 리셋(TRSTN)을 구비한다.  테스트 데이타 출력(TDO)는 TAP(111)
로부터의 직렬 출력을 TAP 제어기(113)에 공급한다.  핀 TCK 상의 클럭 입력은 JTAG 경계 스캔 테스팅 동
안 뿐아니라 내부 테스팅에도 사용된다.  특히, 핀 TCK는 의사 시스템 클럭을 위한 클럭을 제공함은 물론 
내부 스캔 체인 내부 및 외부로 데이타를 스캔하기 위한 스캔 클럭 신호를 공급하는데, 상기 시스템 클럭
은 TCK 주파수로 동작한다.

DSP 칩의 에뮬레이션은 클럭 발생 블럭(205)과 같은 내부 기능 블럭(203 및 201)을 제어하기 위해 JTAG와 
같은 스캔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MSP 상에 포함된 기능 블럭중 하나인 디지탈 
신호 처리기(DSP)의 에뮬레이션(즉, 칩의 테스트 및 디버깅과 그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
션)은 인스트럭션을 통한 단일 스텝핑(single stepping), 셋팅 브레이크 포인트(setting break points), 
판독, 및 프로그램 카운터, 상태 레지스터(들) 및 캐쉬 RAM과 같은 시스템 동작을 위한 중요한 기록(즉, 
제어)과 같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에뮬레이터에서, 에뮬레이션 블럭은 흔히 실리콘 면적과 에
뮬레이션 목적을 위한 잉여의 I/O 패드는 물론 잉여의 설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유 실행 시스템 클럭을 
허용하면서 에뮬레이션 작업과 같은 것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JTAG를 이용하여 시스템 클럭을 제어함으로써, 칩 에뮬레이션에 필요한 기능은 최소 비용의 설계 시간과 
실리콘 비용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필요한 제어는 자유 실행 시스템 클럭을 바이패스하
기(즉, 정지), 단일 또는 복수 사이클 동안의 클럭킹, 및 자유 실행 클럭을 인에이블시켜 정상적인 동작
으로 복귀시키기를 포함한다.  JTAG 제어기와 다른 기능 블럭 간의 통신은 비동기성 관계, 및 TCK와 시스
템 클럭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두개의 특수한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TCK는 10MHz로 동작하는 반면에, 최고속 시스템 클럭은 80MHz로 동작한다.

다시 도 2 를 참조하면, 클럭 제어 블럭(205)과 JTAG 제어기 간의 통신은 두개의 특수한 레지스터인 모드 
제어  레지스터(MCR)(207)와  관측  제어  레지스터(OCR)(209)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레지스터는 
JTAG 클럭 TCK에 의해 클럭되어 있다는 점에서 JTAG 제어기의 일부이다.  TCK와 다른 시스템 클럭은 전체
적으로 비동기성이다.  JTAG 제어기(110)와 비-테스트 회로 간의 동기 문제는 두개의 쉬프트 레지스터, 
MCR(207) 및 OCR(209)를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모드 제어 레지스터(MCR)(207)는 클럭 제어 논리(205)와 내부 기능 블럭을 제어한다.  한 실시예에서, 
MCR(207)은 클럭을 제어하고 기능 블럭과의 핸드쉐이킹을 수행하기 위해 비트를 포함하는 40 제어 비트를 
포함한다.  MCR 레지스터의 내용을 도시하는 부록 A의 표 12와, 표 14에서 MCR 레지스터에 대한 세부 사
항을  위한,  발명의  명칭  MCR  레지스터로부터의  JTAG  출력  신호를  참조한다.   관측  제어 레지스터
(OCR)(209)는 클럭 제어 논리(205)와 기능 블럭으로부터 핸드쉐이크 응답을 수신하고, 오프 칩 메모리 위
치는 물론 집적 회로의 내부 상태를 관측하는데 사용된다.  OCR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A의 표 13
을 참조한다.  MCR 및 OCR 레지스터는 시스템 클럭와 비동기인 JTAG 클럭 TCK을 사용하여 동작된다.  쉬
프터 레지스터 MCR(207) 및 OCR(209)는 레지스터 셀의 기존의 내용을 파괴하지 않고 각각의 레지스터 셀
을 통해 데이타가 직렬로 쉬프트될 수 있는 다수의 경계 레지스터 셀로 구성되는 특수한 쉬프트 레지스터
이다.  기능 논리회로에의 제어 비트가 각각의 직렬 쉬프트 동작과 토글하지 않음으로써 공지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 기능 블럭을 세팅시키지 않도록, 이전의 값을 유지하면서 데이타 즉, 세로운 제어 워드를 
MCR로 쉬프트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MCR와 OCR 레지스터에 이용되는 경계 셀의 예가 도 3 
에 도시되고 이하에 논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버그와 에뮬레이션 목적으로 JTAG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클럭이 정지되고 JTAG 제
어기는 모든 스캔 플립플롭에/으로부터 데이타를 스캔 인/아웃하고, 다음 브레이크 어드레스/데이타 브레
이크 포인트와 디자인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많은 제어 레지스터를 세트시킬 수 있다.   만일 DSP 또는 
다른 내부 처리기가 어드레스/데이타 브레이크 포인트를 실행하면, 인스트럭션 스텝핑이 가능하다.  그렇
지 않으면, 사이클에 근거한 스텝핑이 지원된다.  단일/복수 사이클의 발생은 MCR의 비트 1-10에 포함된 
카운트 값을 사용하는 클럭 제어 논리회로(205)에 있는 카운터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MSP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디버깅 단계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일부 디버깅 시나리오에서, 핸드
쉐이킹 시퀀스는 클럭이 정지되기 전에 블럭이 공지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 블럭으로서 
구현된다.  일부 디버깅 시나리오에서는, 핸드쉐이킹 시퀀스없이 클럭을 간단히 정지시키기에 적당할 수 
있다.  핸드쉐이킹 시퀀스가 적당하면, 시퀀스에서의 첫단계는 기능 블럭에 대해 정지 클럭 요구 신호를 
발생하는 것이다.  클럭 정지 요구는 후속하는 쉬프트 DR 인스트럭션을 위해 MCR을 선택하는 커스텀 JTAG 
인스트럭션 MCR/BIST1 또는 MCR/BIST2에서 쉬프트함으로써 JTAG를 통해 발행될 수 있다.  다음에, 적당한 
제어  비트가  어써트된  정지  클럭  요구  비트(jtag_clk_stop_req)와  함께  MCR내로  직렬로  쉬프트된다.   
(jtag_clk_stop_req) 비트는 기능 블럭에게 JTAG가 클럭을 정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핸드쉐이킹 
신호로서 작용한다.  MCR이 직렬로 액세스되기 때문에, 시스템 클럭의 실행 중에, 새로운 데이타가 MCR로 
입력되는 동안 MCR 제어 출력은 안정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MCR은 이전에 논의된 경계 스캔 래치 
디자인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직렬 쉬프팅 동작이 끝날 무렵, JTAG는 쉬프트하는 동안 안정한 레지스터
의 부분인 MCR의 쉐도우(shadow) 래치부로 데이타가 갱신되게 하는 갱신 DR 상태를 포함한다.  JTAG 포트
가 JTAG 갱신 상태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값들이 MCR 쉐도우 레지스터로 로드되고, 필요한 모든 기능 
블럭들에게 플래그(jtag_clk_stop_req)가 방송된다.

MCR에 있는 정지 클럭 (jtag_clk_stop_req)에 응답하여, 기능 블럭은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MSP에 있는 벡터 처리기가 실행하고 이와 같은 핸드쉐이킹 신호를 수신하면, 이는 그 인스트
럭션 큐에서 인스트럭션의 동작을 완료한 다음 아이들 상태로 복귀할 것이다.  아이들 상태로 복귀하면, 
벡터 프로세서는 OCR에 공급된 vp_idle 신호를 어써트할 것이다.

다음 디버깅 단계는 집적회로의 내부 상태를 관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상모드(즉, 시스템 클럭이 정상
적으로 실행하는 모드)로부터 JTAG에 의해 제어되는 모드로 진행할 때를 알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
측 모드에서, 내부 상태는 OCR를 통해 관측될 수 있다.  JTAG 제어기가 클럭을 정지하기에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필요한 모든 응답 신호를 기능 블럭으로부터 관측할 때까지, 클럭 정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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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MSP가 그 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모니터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TDO 핀을 
통해 상태가 관측될 수 있다.  TAP 제어기는 OCR을 후속하는 DR 동작을 위해 어드레스된 레지스터로서 선
택하는 모니터 인스트럭션(부록 A의 표 11을 참조)을 발행한다.  TAP 제어기는, VP 및/또는 다른 기능 블
럭들의 클럭이 정지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OCR에 있는 임의의 비트 즉, 비트 1(vp_idle)가 
어써트될 때까지 DR 인스트럭션 내의 OCR을 반복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핸드쉐이킹 스킴으로 벡터 처
리기, 및 필요하다면 다른 내부 논리회로는 단일 사이클 또는 복수 사이클과 같은 에뮬레이션 작업이 시
작되거나 또는 스캔 아웃이 수행될 때까지 공지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필요한 모든 상태가 관측되면, 모든 시스템 클럭이 정지될 수 있다.  내부 레지스터를 스캔하기 위
해서는, 스캔될 필요가 있는 레지스터로 향하는 시스템 클럭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능력을 제공하
는 구현에서, 사용자는 MCR에 값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가에 따라 클럭을 선택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
다.  만일 선택적 정지가 지원되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 클럭은 MSP에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정지될 
것이다.  시스템 클럭이 활성인 블럭은 스캔될 수 없다.  클럭 정지 신호는 MSP가 시스템 클럭에 따라 실
행하는 동안 발행되고 있다.  네개의 인스트럭션, MCR/BIST1, MCR/BIST2, MCR/BIST3, 및 MCR/BIST4중 임
의의 인스트럭션은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MCR/BIST1과 MCR/BIST2는 경계 스캔 
셀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transparent mode) 즉, 칩 외부에 있는 입력 신호가 칩으로 들어가는 모드에 
있는 동안 신호를 발행할 수 있다.  나머지 두개의 인스트럭션은 모든 입력 신호가 차단되어 있는 동안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할 수 있다.  TAP(111)에 의해 실행된 JTAG 인스트럭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위해서
는 부록 A의 표 4-11을 참조한다.

다음에, 시스템 클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새로운 MCR 로드 동작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스트럭션은 MCR을 
데이타 레지스터로서 선택하는 JTAG 포트로 보내지고, Baek과 Yu에 의한 집적회로의 테스트를 위한 클럭 
발생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 클럭을 동기하여 정지시킬 비트 11, sys_clk_bypass를 어
써트하기 위해 데이타는 MCR 내로 직렬로 쉬프트된다.  다음에, MCR은 클럭들이 시스템 속도로 클럭될 것
인 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의사 시스템 클럭(TCK 속도에서의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인스트럭
션과 함께 로드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10  비트 사이클 카운트(MCR  비트 1-10)가 지정될 수 
있다.  MCR에 있는 cnt_start 비트는 클럭 제어 논리회로로 하여금 MCR의 클럭 카운트 비트에 지정된 다
수의 클럭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MCR은 사이클 카운트가 정규 시스템 클럭 또는 TCK로부터 유도된 클럭
과 함께 실행되도록 클럭 제어 논리회로를 제어할 수 있다.

MCR은 또한 온-칩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것은 물론 온-칩 메모리(MCR 비트 18-32)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연성 있는 다른 디버깅 특징도 MCR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경계 스캔 체인에 걸쳐 부수적인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 MCR은 TAP 즉, 경계 스캔 테스
트 인스트럭션의 디코드로부터 라기 보다는 MCR로부터 경계 스캔 체인에 공급된 모드 신호를 특정하게 제
어하는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트 34 (mode_ sig_control)는 TAP(111)로부터 경계 스캔 
체인에 정상적으로 공급된 모드 신호가 MCR에 의해 무효로 되어 있으며, MCR에 있는 모드 비트(비트 35-
39)가 경계 스캔 스트링에 공급된 모드 신호를 제어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MCR 
비트(34-39)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A의 표 12를 참조한다.

에뮬레이션 작업을 제어하는 MCR 디자인 방법에 내재하는 유연성은 또한 비트 17(em_status)의 사용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MSP 구현에서, 벡터 처리기는 범용 처리기 ARM7에 슬레이브되어 있고, 작업을 종
료한 후 ARM7에 제어를 반환한다.  그러나, MCR 레지스터에 있는 em_status 비트를 어써트함으로써, 벡터 
처리기는 작업의 완료 후에도 AMR7에 제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CR에 한 비트를 추가함으
로써 현재 디자인을 위한 디버깅 툴을 용이하게 제공한다.  갈수록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됨에 따라, 디자
인 시간과 실리콘에 최소의 영향을 주면서 예측할 수 없는 디버그 작업으로서 제어하기 위해 MCR에 부수
적인 제어 비트가 용이하게 부가될 수 있다.

일단 TAP 제어기가 MCR 인스트럭션을 발생하면, 이는 클럭 제어 논리회로로 하여금 지정된 회수의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게 한다.  클럭 제어 논리회로에 대한 요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클럭 제어 논리
회로로부터의 핸드쉐이킹 신호 req_acom의 어써팅을 대기하기 위해 이전에 서술된 바와 같이 모니터 인스
트럭션을 이용하여 OCR이 모니터된다.  이때, TAP 제어기는 이용가능한 스캔 스트링중 임의의 스트링을 
스캔할 수 있다.

일단 클럭이 정지되면, 클럭 인스트럭션의 전 또는 후에, 기능 블럭의 내부 스캔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TCK는 예시로서 도 2에 스캔 체인(201 및 203)으로서 도시된 내부 스캔 체인을 위한 스캔 클럭을 공급한
다.  각각의 스캔 체인인 그 디자인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다수의 쉬프트 레지스터 래치를 구비한
다.  IC(110)의 일부 실시예는 17 이상의 스캔 체인 또는 17 미만의 스캔 체인을 구비한다.  한 MSP 실시
예의 경우, 17 스캔 체인과 이들 스캔 체인들을 일체로 하고 있는 각각의 MSP 기능 블럭들은 부록 A, 표 
2에 체인 1-17로서 도시되어 있다.  (체인 18은 MSP 경계 스캔 체인이고, 체인 19는 MSP에 내장된 ARM7 
처리기의 경계 체인이다.) 표 2에 있는 각각의 내부 체인은 부록 A의 표 5에 열거된 각각의 JTAG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JTAG 테스트 데이타 레지스터이다.  인스트럭션 9-10(부록 A, 표 4를 
참조)은 AMR7 블럭의 경계를 스캔하는데 사용된다.  인스트럭션 12 내지 28은 기능 블럭을 스캔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인스트럭션 35  내지 26은  TCK로부터 오는 의사 시스템 클럭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이 재시작되기 전에, MSP에서 적당히 셋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포인트 및/또
는 제어 레지스터는 수행될 특수한 작업을 위해 셋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MCR에 값들을 세팅함으로써 시스템 클럭이 재시작될 수 있다.  인스트럭션 30-33은 클럭을 
시작하기 위해 MCR을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은 OCR의 비트 11(sys_clk_bypass)를 디어써트
함으로써 시작된다.

본 발명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스킴이 포토타입을 개발하는 동안 실리콘 디버깅에 사용되
도록 확장될 때 찾을 수 있다.  JTAG 제어기와 시스템 블럭 간의 프로토콜을 구현함으로써 고속으로 실리
콘을 에뮬레이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과 관견된 디자인 문제가 디버그될 수 있다.

도 3 은 MCR과 OCR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계 레지스터 셀(300)의 대략도이다.  상기 셀(3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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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플롭(310)에 신호 dinp의 값을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입력 신호 dinp를 전송할 수 있다.  경계 
레지스터  셀(300)에서,  입력  신호  dinp는  멀티플렉서(305)를  통해  플립플롭(310)에  입력되고, 인버터
(320)와 멀티플렉서(330)를 통해 출력 신호 dout로서 입력된다.  멀티플렉서(305)는 멀티플렉서 제어 신
호, shift의 레벨에 따라 tdi 또는 dinp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플립플롭(310과 325)를 사용함으로써 
래치(325)가 출력 신호 inst를 보존하면서 데이타가 플립플롭(310)으로 쉬프트될 수 있게 한다.  멀티플
렉서(330)는 출력 신호 dout가 래치(325)로부터 또는 입력 신호 dinp로부터 온 것인지를 선택한다.

만일 신호 tdi가 멀티플렉서(305)에 의해 선택되면, 데이타(tdi)는 래치(325)에 결합된 리드(385) 상의 
신호 update을 하이로 유지하면서 데이타를 플립플롭(310)으로 쉬프트함으로써 레지스터 셀(300)을 통해 
쉬프트될 수 있다.   래치(325)는 이전에 래치된 데이타를 래치(325)의 단자 Q에 유지한다.   플립플롭
(310)으로부터의 출력 신호 tdo는, 클럭 신호 tck가 AND 게이트(315)에 의해 인에이블되면 클럭 에지에서 
신호 tdi로서 그리고 신호 end로서 인접하는 동일한 레지스터 셀(430)(도 4를 참조)로 입력된다.  클럭 
신호 tck와 신호 enb는 플립플롭(310)의 클럭 단자에 결합되어 있는 AND 게이트(315)에 입력된다.

레지스터 셀(300)로부터 출력 신호 inst를 바꾸기 위해, 신호 update이 로우로 어써트되어, 이제 새로운 
값 inst가 레지스터 셀(300)에 의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래치(325)로 하여금 플립플롭(310)으로
부터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게 한다.  신호 inst는 예를 들어 MCR 신호 sys_clk_bypass로서 출력되는 레지
스터 셀(300)의 내용이다.

도 4 는 MCR(207) 또는 OCR(209)과 같은 레지스터의 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셀(300)(도 3 에 상세히 도
시)이 다른 레지스터 셀과 함께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지를 도시한다.  레지스터의 네개의 레지스터 셀
이 도 4 에 도시되어 있고, 소정 크기의 레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상호접속 스킴이 반복될 수 있다.  신호 
모드, tck, update, shift, enb 및 setn은 각각 리드(405, 410, 415, 420, 435, 및 440) 상에 존재하고, 
레지스터 셀(300, 430, 450, 및 470)에 병렬로 결합된다.  데이타 입력 신호 dinp는 TAP(211)에서 레지스
터 셀(300)로 공급될 수 있다.

레지스터가 MCR로 구성될 때, 레지스터 셀(300, 430, 450, 및 470)로부터의 신호 inst 또는 dout는 기능 
블럭의  소정  위치에  결합된다.   예를  들어,  한  실시예에서,  MCR(207)의  레지스터  셀은  신호  inst, 
jtag_clk_stop_req 상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OCR(209)에 있는 마지막 레지스터 셀은 JTAG 
포트에 결합된다.  마지막 레지스터 셀은 MCR과 OCR 모두에 있는 첫번째 레지스터가 TAP 신호 TDI에 결합
되어 있는 동안 데이타가 직렬로 쉬프트 아웃될 수 있도록 TAP에 결합될 것이다.  레지스터가 OCR로 구성
되는 경우, 병렬 입력이 각각의 셀로 입력되어 플립플롭(310)으로 로드될 것이다.  다음에, 데이타는 갱
신 라인에 접속될 TAP으로부터의 갭쳐 신호의 어써션과 함께 래치(325)로 래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그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고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부 록 A

MSP에서 테스트 및 정상 모드가 본 장에서 기술된다.  그와 같은 모든 모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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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공정 동안 MSP 하드
웨어 테스팅을 보조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본 장은 사용자가 IEEE 1149.1 JTAG 프로토콜과 LSSD형 스캔 특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L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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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X 시스템 명세, 삼성 반도체(주) 1996.

1.3 특징

·LSSD형 스캔 설계

·각각의 기능 블럭에 대한 독립적인 스캔 동작

·제조 테스트를 위한 병렬 스캔 동작

·MSP와 ARM7를 위한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

·모든 JTAG 기본 인스트럭션, 인테스트(intest), 엑스테스트(extest), 및 샘플/프리로드(preload)

·메모리 액세스 동작

·BIST 클럭 생성

1.4 테스트 방법 요약

MSP 테스팅에슨 LSSD(레벨 센스티브 스캔 디자인(Level Sensitive Scan Design)형 스캔 디자인, JATG 제

39-5

1019970022660



어기, 및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DFT(Design For Testability) 및 BIST(Built In Self Test)의 합성 기술
을 일체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 시킴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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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JATG 제어기를 이용하여 제어되는 MSP 및 ARM7을 위한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이 존재한다.  JTAG 
제어 논리회로는 내부의 스캔 체인은 물론 경계 스캔 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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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레벨 테스팅 보다는 기능 디
버깅의 점으로 명시되어 있다.

·MSP 및 ARM7 코어를 위한 경계 스캔 : 임의의 기능 벡터가 스캔 체인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스캔 
체인을 통해 클럭 패드에 있는 클럭 펄스가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타 버스와 같은 
관련된 신호 그룹에서 3-상태 및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오프-칩 및 내부 논리회로로부터의 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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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제어기에 의해 갱신될 때까지 적어도 하나의 경계 스캔 동작은 모든 내부 상태 머신이 동결되는 것을 보
장한다.

·기능 블럭을 위한 스캔 인/아웃 테스트 : 스캔 체인은 기능 블럭 단위로 파티션된다.  만일 블럭이 다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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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을 제외한 모든 내부 ff/래치, 경계 스캔 셀, 캐쉬, 및 레지스터는 이전의 값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실리콘 디버깅 공정을 위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 경계 스캔, 
ARM7 경계 스캔은 독립적으로 제어가능하여야 한다.

·테스트 모드에서 시스템 클럭의 생성 : MSP 칩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시스템 클럭 사이클로 실행된
다.  이는 클럭 펄스 생성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클럭 포트에 할당된 경계 스캔 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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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전용 경계 스캔 셀이 사용된다.  만일 TCK가 20MHz이면, 약 24KHz 클럭이  MSP에 있는 
경계 스캔 체인을 이용하여 에뮬레이트될 수 있다.  MSP에 있는 경계 스캔 길이는 270 비트 길이라는 것
에 유의한다.  둘째, 클럭 펄스는 또한 JATG 클럭을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JTAG 클럭의 한 펄스인 
TCK는 하나의 시스템 클럭 펄스와 동일하다.  이는 이전의 펄스와 비교하여 극히 고속이다.  두번째 클럭 
생성 방법은 주 시스템 클럭만을 위해 구현된다.  다른 클럭은 경계 스캔 체인을 이용하여 에뮬레이트된
다.

·JTAG를 거쳐 내장된 메모리 액세스 : MSP내의 메모리, IDC 및 레지스터 화일은 테스트 모드에서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된다.  임의의 장소에 대한 판독 및 기록 동작이 제공된다.  한나의 RAM에 대한 
임의의 판독/기록 동작은 다른 RAM에 있는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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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인스트럭션 : 모든 기본적인 JATG 인스트럭션은 본 절의 상기 항에 명시된 기능을 제공하는 인스
트럭션에  부가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JATG  인스트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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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6 분류된 JTAG 동작

본 절은 이전의 절에서 논의된 JTAG 구비조건의 구현 문제를 논의한다.  MSP 설계에서 JTAG 동작은 6개의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카네고리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작은 변형을 가질 수 
있다.  독자는 JTAG 디자인 세부사항의 절에서 카테고리에 대해 일치하는 인스트럭션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여섯개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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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절에서 논의된다.

1.6.1 정상 모드

모든 기능 및 메모리 블럭은 지원되는 것에 따라 동작한다.  모든 공유 입력 및 출력 핀 및 테스트 논리
회로는 이 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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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JTAG 관련된 핀을 제외하고 그 적당한 경계 스캔 체인 셀을 갖는다.  스캔 체인을 위한 특수한 경
계 스캔 셀은 MSP 경계 스캔 및 ARM7 경계 스캔의 절에서 알 수 있다.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은 하나의 
JTAG 제어기를 공유할 것이며 독립적으로 스캔 가능하여야 한다.  스캔 체인 모두를 위한 인테스트, 엑스
테스트, 및 샘플/로드 인스트럭션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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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단일의 내부 스캔 동작

이 모드에서, JATG는 MSP내부의 데이타 전송에 의해 하드웨어 제어를 인계한다.  이들내에 스캔 체인을 
갖는 모든 기능 블럭은 독립적으로 스캔 인 및 아웃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independently)라는 의미는 
선택되지 않은 스캔 체인은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선택된 블럭만이 TDI 포트로
부터 스캔 입력을 취하고 스캔 체인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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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메모리 액세스 동작

IDC(Instruction Data Cache)에 있는 vd_ram 및 tag_ram은 동시에 선택되고 액세스된다.  data_ram은 독
립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다.  RAM에 있는 임의의 어드레스는 이 모드에서 독립적으로 판독 및 기록될 수 
있다.  스캔 체인과 JTAG 제어기에 의해 메모리 동작이 직렬로 실행된다.

하나의 메모리가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위해 액세스되면, 다른 메모리는 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이하
에는 독자가 메모리를 어떻게 액세스하여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1. 단일 스캔 모드로 변경하고 RAM 블럭을 선택한다.  필요한 데이타를 스캔 인한다.  이때, 독자는 어드
레스 카운터, 및 기록될 데이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스캔 모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메모리 기록 
동작도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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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단 하나의 메모리가 선택되면, 메모리 및 어드레스 카운터 제어 신호가 JTAG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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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인터페이스 신호의 절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1.6.5 다중 내부 스캔 동작

단일 스캔 모드에 부가하여, 10개의 다른 스캔 체인이 MSP에서 I/O 포트로 동시에 액세스되는 다중 스캔 
모드가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캔 ff/래치 카운트에 근거하여 기존의 스캔 체인으로부터 재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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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스캔 입력은 정상정인 기능 양방향 핀과 공유된다.  이들의 명칭은 ad06_si0, ad07_si1, ad08_si2, 
ad09_si3, ad10_si4, ad11_si5, ad12_si6, ad13_si7, ad14_si8, ad15_si0이다.  10 테스트 핀, ad16_so0, 
ad17_so1, ad18_so2, ad19_so3, ad20_so4, ad21_so5, ad22_so6, ad23_so7, ad24_so8, ad25_so9은 정상적
인 양방향 핀과 멀티플렉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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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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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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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의사 시스템 클럭 동작

스캔 체인이 로드된 후, MSP의 일부는 프로토타입 디버깅 동안 단일 또는 복수 클럭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JTAG 제어기는 두개의 중첩하지 않는 클럭인 두개의 시스템 클럭인 clk1, clk2와 내부적으로 멀티
플렉스될 jsca, jscb를 발생한다.  정상 모드와의 주된 차이점은 클럭 소스이다.  이 모드에서, 클럭은 
시스템 클럭보다는 JATG 제어기로부터 나온다.  이는 의사 시스템 클럭이라고 불리운다.  멀티플렉스의 
출력으로부터의 클럭은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의사 시스템 클럭은 IDC 블럭만까지 후크 
업(hooked up)되어 있다.  클럭이 인가되는 동안, 다른 시스템 클럭은 동결된다.

이 모드에서, 독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의 클럭 사이클 기간 도안 JTAG가 발생한 클럭을 인가할 수 있
다.  그러나, 클럭 카운팅은 JATG 제어기 내부에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proTEST-PC 및 AVL(하드웨어 테
스트 환경절을 참조한다.)를 통해 제공된다.

1.7 테스트 모드에서 신호 개관

개관 다이어그램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6개의 모든 다른 모드는 JTAG 인스트럭션을 통해 입력될 수 
있다.  이는 모드 전후 사이를 스위치하기 위해 어떠한 전용 I/O 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JTAG 인스트럭션은 먼저 독자가 소정의 모드로 진행하기 전에 로드되어야 한다.

표 1은 6개의 다른 모드에서 중요한 신호의 개관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세가지 종류의 클럭, 시스템 클
럭, 스캔 클럭, 및 의사 시스템 클럭이 다른 테스트 모드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MSP에 있는 클럭의 도
면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클럭은 중첩하지 않는 두개의 클럭인 clk1 및 clk2를 가리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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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들중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스캔 플립플롭 및 스캔 래치의 
정상적인 클럭 포트에 접속될 것이다.

스캔 클럭은 모든 스캔 플립플롭과 스캔 래치에 대해 스캔 클럭 포트에 접속될 스캔 동작 동안의 두개의 
중첩하지 않는 클럭이다.  스캔 클럭은 JATG 제어기 또는 MSP 입력 패드인 tca 및 tcb중 어느 하나에 의
해 발생된다.  이들은 태스트 모드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것이다.  단일 스캔 모드에서, 두개의 스캔 클
럭 jsca, jscb는 선택된 기능 블럭에 펄스되며, 두개의 클럭 포트 tca, tcb는 논리 0에서 유지된다.  다
중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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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서로 다른 위치로 진행한다.  단일 스캔 및 의사 시스템 클럭 모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
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이 클럭은 스캔 동작 보다는 시스템 클럭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사 시스템 
클럭으로 명명된다.  이 클럭은 psca, pscb로 지칭될 것이다.

표 1에 있는 기능 블럭은 MSP 디자인에 있는 임의의 하드웨어 모듈을 가리킨다.  이는 곱셈기, FALU 등 
일 수 있다.  메모리 블럭은 IDC 또는 레지스터 화일중 어느 하나이다.  입력 핀은 JATG 입력 핀을 제외
하고 MSP 핀 또는 인아웃 패드를 가리킨다.  출력 핀은 TD0 핀을 제외하고 MSP 핀 또는 인아웃 패드를 가
리킨다.

[표 1]

테스트 모드에서 MSP의 일반적인 픽쳐 

분류 모드 시스템 클
럭(clk1/2)

스캔 
클럭(jsca/
b, tca/b)

의사 시스템 
클럭(psca/
b)

기능 블럭 메모리 블
럭

입력 핀 출력 핀

정상 정상 활성 비활성,

비활성

비활성 정상 정상 사용 사용

테스트 모
드

경계 스캔 비활성

e

비활성,

비활성

비활성 동결 동결 경계 스캔 경계 스캔

단일 스캔 비활성

e

비활성,

비활성

비활성 블럭 스캔 동결 비사용 비사용

메모리 테
스트

비활성

e

비활성,

비활성

활성 동결 정상 비사용 비사용

다중 스캔 비활성

e

비활성,

비활성

비활성 다중 스캔 동결 공유 

SI 핀

공유 

SO 핀

의사 시스
템 클럭

비활성

e

비활성,

비활성

활성 동결 정상 경계 스캔 경계 스캔

정상 모드에서, 시스템 클럭 clk1, clk2는 펄스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MSP를 MSP 인스트럭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실행한다.  스캔 클럭 sca 및 scb는 활성(sca=0, scb=0)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들이 활성이
면, MSP에 있는 스캔 플립플롭과 래치가 미지의 상태로 진입한다.  의사 시스템 클럭은 비활성이다.  따
라서 모든 순차적인 엘리먼트로 운반되는 클럭은 JTAG 제어기 대신에 시스템 클럭 핀 mclk로부터 나온다.  
모든 테스트 로직은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경계 스캔 모드에서, 아무런 클럭도 활성이지 않다. 경계 스캔 체인은 JTA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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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핀이 액세스된다.  다른 I/O 핀은 중요하지 않다.  정상 모드에서 동일
한 이유로, 시스템 클럭은 활성이지 않다.  모든 메모리 기록은 이 주기 동안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메모리 테스트에서, 의사 시스템 클럭은 메모리 판독 및 기록 동작에 사용된다.  처리될 모든 데이타가 
메모리 블럭의 스캔 체인에 있기 때문에, 입력 및 출력은 이 모드에서 중요하지 않다.  모든 메모리 제어
는 JTAG 제어 논리회로의 JTA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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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포트, TDI 대신에 스캔 데이타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의사 정상 모드는 JTAG로부터의 클럭을 사용하여 MSP를 실행한다.  이 모드에서 MSP I/O에 있는 경계 스
캔 셀은 트랜스패어런트가 아닌 인테스트 모드에 있다.  따라서 입력은 이 모드에서 일정하다.

1.8 JTAG 제어기를 통한 클럭 제어 스킴

클럭 제어 스킴은 프로토타입 디버깅을 도우는데 일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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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에서 클럭 발생기로 주어질 때, MSP에 대한 클럭, 시스템 클럭, 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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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 및 코덱 클럭은 클럭 정지 요구가 이루어진 후 각 클럭의 제1 상승 에지에서 정지한다.

클럭 정지 요구는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간단한 방법은 시스템 상태에 무관하게 요
구를 발생하는 것이다.  두번셉 방법은 MSP가 클럭을 정지할 준비가 된 후에 요구하는 것이다.  JTAG 제
어기는 클럭 폐쇄 통지를 MSP에 방송하고 MSP로부터 아이들 상태를 인식한 후에 클럭 발생기에 정지 요구
를 한다.  현재, 벡터 코어만이 JTAG 제어기에 그 아이들 상태를 발행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요구시 클럭 발생 : 1024까지 임의 회수의 클럭 사이클이 JTAG 제어기의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 클럭 발생
기에 요구될 수 있다.  클럭의 수는 시스템 클럭에 대한 것이다.  다른 클럭은 시스템 클럭에 비례하여 
발생된다.  요구시 발생되는 클럭은 초기의 클럭과 동일하다.  클럭이 정지된 후에 요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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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역 리셋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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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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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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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클럭  clk1  및  clk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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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되는 것을 보장한
다.  이는 제어 논리회로를 포트에 부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시스템 클럭은 스캔 클럭 sca, scb를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스캔 동작이 극히 저속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정상적인 자유 클럭은 사용되지 않는다.  시스템 클럭은 2로 나누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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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은 JTAG 제어기 부분의 내부에서 구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MSP가 이 동작을 구현할 것인 지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10 JTAG 디자인 세부사항

본 절은 MSP JTAG 디자인 문제, 인스트럭션, 및 이용가능한 그 코드를 기술한다.  이전의 절에서 논의된 
모든 기능은 본 절에 기술되는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JTAG 제어기에 있는 인스트럭션 디코더는 가능한 38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맞게 설계되었다.  현재 1 인스
트럭션이 차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36중에서 17 인스트럭션은 연관된 내부 데이타 레
지스터를 갖는다.

각  데이타  레지스터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직렬  출력은  멀티플렉스되어  TDO  핀에  접속된다.   
선택되면, 인스트럭션에 의해 TDI 핀으로부터의 데이타가 선택된 데이타 레지스터 또는 인스트럭션 레지
스터를 통해 직렬로 쉬프트되고 TDO 핀에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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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구비조건

JTAG 제어기가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만족되어야 한다.

·입력 핀 : TDI와 TMS 입력 핀은 온칩 풀-업 레지스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핀이 사용자
에 의해 접속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면, JTAG 제어기 입력은 여전히 논리 하이이다.  모든 JTAG 입력 핀
은 JTAG 제어기의 적절한 동작을 위해 동작하는 모든 조건하에 논리 하이 또는 논리 로우 레벨로 접속되
어야 한다.

·클럭 스큐(clock skew) : 270 비트 길이 클럭 드라이버인 경계 스캔 레지스터는 비트 0 클럭 입력과 비
트 270 클럭 입력 간에 최소의 스큐가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JTAG 제어기는 최대 40 
MHz의 클럭 주파수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클럭 조건 : 내부 스캔 동작 동안 준수되어야 할 클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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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에 있는 내부 스캔 체인

JTAG 제어기를 위한 내부 스캔 체인은 효과적인 칩 디버깅 목적을 위해 기능 블럭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내부 스캔 체인은 표 2에 열거되어 있다.  현재의 스캔 체인 파티션은 스캔 체인이 체인에 있는 스
캔 셀의 수에 근거하여 제조 테스트 목적을 위해 재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동안 최종적인 테스팅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MSP 칩이 디버그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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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를 위한 스캔 체인

번호 체인에 있는 

MSP 블럭

스캔 셀의 수

(6/21에서)

주석

1 레지스터 화일 288 LSSD 스캔 ff 체인

2 idc 602 LSSD 스캔 ff 체인

3 ifu,

exe, issue

decode

?

759

4 LSSD 스캔 ff 체인

4 echu,

Isu cntl,

Isu address dp,

aiu

183

321

154

323 LSSD 스캔 ff 체인

5 pci,

dma, asic i.f

?

454 LSSD 스캔 ff 체인

6 mcu,

fbus arb,

ccu cntl, ccu sm

293

26

354 LSSD 스캔 ff 체인

7 pci,

dp dp,

ad1843,

ks119

159

449

132

277 LSSD 스캔 ff 체인

8 i/o peri, i/o ccu i/f ? LSSD 스캔 ff 체인

9 falu 1872 LSSD 스캔 ff 체인

10 exe dp 864 LSSD 스캔 ff 체인

11 곱셈기 1024 LSSD 스캔 ff 체인

12 ifu dp,

dma dp

160

976 LSSD 스캔 ff 체인

13 isu_rd dp, isu_wr dp 998 LSSD 스캔 ff 체인

14 ccu data dp

ccu addr dp

1024

154 LSSD 스캔 ff 체인

15 mcu dp 1027 LSSD 스캔 ff 체인

16 pci dp 434 LSSD 스캔 ff 체인

17 ad 1843 dp,

ks 119 dp,

ehu dp

160

144

864 LSSD 스캔 ff 체인

18 msp bs 270 경계 스캔

19 arm7 bs 124 경계 스캔

1.10.3 JTAG 인스트럭션

JTAG 인스트럭션은 표 1 내지 10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분류된 JTAG 동작 절에서 논의된 JTAG 동작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테스트 명은 각 인스트럭션의 명칭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암시한다.  인스
트럭션 코드는 특수한 데이타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기 전에 JTAG 제어기에 있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쉬
프트되어야 한다.  선택된 레지스터는 각 인스트럭션에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타 레지스터를 도시한다.

표 4는 MSP에 있는 경계 스캔을 위한 인스트럭션을 도시한다.  이들 여덟개는 MSP 경계 스캔 체인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MSP 경계 스캔 체인 또는 바이패스 레지스터중 어느 하나를 선
택한다.  경계 스캔 체인이 선택되면, 벡터가 스캔 체인으로 로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MSP 경계 
스캔은 액세스 가능할 수 없다.

표 4에 있는 3개의 인스트럭션은 ARM7 경계 스캔 체인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AMR7 경계 스캔 체인을 선
택한다.

[표 4]

39-10

1019970022660



경계 스캔 셀 및 클럭 제어

테스트 명 MSP 
모드 

_I

MSP 
모드 
_O

MSP 
모드 
_C

ARM7 
모드 
_I

ARM7 
모드 
_O

MSP

_bs_

disable

MCR 
disable

OCR 
disable

ARM7_bs_

disable

sys_

clk_

bypass

정상 0 0 0 0 0 0 0 0 0 1

바이패스 0 0 0 0 0 0 0 0 0 1

엑스테스트 0 1 1 0 0 1 0 0 0 1

sam/pre 0 0 0 0 0 1 0 0 0 1

인테스트 1 1 1 0 1 1 0 0 0 0

클램프 1 1 1 0 0 0 0 0 0 0

highz 1 1 1 0 0 0 0 0 0 0

vp sam/pre 0 0 0 1 1 1 0 0 0 0

MSP 경계 1 1 1 0 0 1 0 0 0 1

arm7 인테스트 1 1 1 1 1 0 0 0 1 0

arm7 엑스테스
트

1 1 1 0 1 0 0 0 1 0

arm7 sam/pr 1 1 1 0 0 0 0 0 1 0

bist 1 1 1 0 1 0 0 0 0 0

gbist 1 0 1 0 0 1 0 0 0 0

mult 스캔 0 0 0 0 0 0 0 0 0 0

표 5에서 단일 
스캔

1 1 1 0 0 0 0 0 0 0

MCR/BIST1 0 0 0 0 0 0 1 0 0 1

MCR/BIST2 0 0 0 0 0 0 1 0 0 1

MCR/BIST3 1 1 1 1 1 0 1 0 0 0

MCR/BIST4 1 1 1 1 1 0 1 0 0 0

모니터 0 0 0 0 0 0 0 1 0 1

표 3은 경계 스캔 셀을 위한 제어 신호와 시스템 클럭 바이패스 신호를 도시한다.  이하에 항목별로 분류
되어 있는 MSP와 ARM7에 대한 두개의 경계 스캔 체인을 제어하는 네개의 모드 신호가 존재한다.  다른 제
어 신호, MSP_bs_disable, ARM7_bs_disable, 및 sys_clk_bypass의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 절에 있는 J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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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 ARM7 경계 스캔 출력 셀 모드 신호

모드  신호가  로우일  때,  경계  스캔  셀은  정상적인  입력  포트로부터  입력  취하도록 트랜스패어런드
(transparent)하게 된다.  이것이 하이일 때, 경계 스캔 셀의 출력은 경계 스캔 셀에 있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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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에는 다중 스캔 모드에 대해 하나의 인스트럭션만이 존재한다.

표 7은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을 도시한다.  IDC 블럭에 있는 세개의 메모리는 JTAG 제어기에 의해 제
어될 수 있다.  데이타 RAM과 레지스터 화일은 그 자신의 인스트럭션을 갖는다.  Vd RAM과 태그 RAM은 동
시에 액세스된다.  차후 이용가능한 하나 이상의 인스트럭션이 존재한다.  이는 ROM 또는 다른 내장된 
RAM을 위한 것일 수 있다.  MCR은 JTAG 제어기에 위치된 메모리 제어 레지스터이다.

표 8은 시스템이 파우어 업할 때의 디폴트 인스트럭션을 도시한다.  표 9은 시스템 클럭 보다는 JTAG 핀 
TCK로부터 실제로 나오는 의사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도시한다.  이와 같이 독자는 
JTAG 인터페이스를 거쳐 클럭 사이클의 수를 제어할 수 있다.  표 10은 차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이용
가능한 인스트럭션을 도시한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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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스캔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M   L

S    S

B    B

1 바이패스 111111(3f)    의무 테스트/코드 바이패스 레지스터

2 엑스테스트 000000(00) 의무 테스트/코드 MSP BS

3 샘플/프리로드 000001(01) 의무 테스트/사용
자

정의 코드

MSP BS

4 인테스트 000010(02) 선택적, 사용자 정
의 코드

MSP BS

5 클램프 000011(03) 선택적, 사용자 정
의 코드

바이패스 레지스터

6 Highz 000100(04) 선택적, 사용자 정
의 코드

바이패스 레지스터

7 VP

샘플/프리로드

111011(3B) 커스텀 MSP BS

8 SDRAM 110110(3C) 커스텀 MSP BS의 SDRAM 인
터페이스 부분

9 ARM7

샘플/프리로드

111001(39) 커스텀 ARM7

10 ARM7 엑스테스트 111000(38) 커스텀 ARM7

11 ARM7 인테스트/BIST 110010(32) 커스텀 ARM7

[표 6]

단일 내부 스캔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12 chain_idc 100000(20)    커스텀 idc

13 chain_falu 100101(25) 커스텀 falu

14 chain_mul 100110(26) 커스텀 곱셈기

15 chain_ifu 100111(27) 커스텀 ifu, exe, 

issue, decode

16 chain_lsu 101000(28) 커스텀 ehu, Lsu cntl,

Isu add dp, aiu

17 chain_mcu 101001(29) 커스텀 mcu, fbus, arb,

ccu cntl,

ccu, sm

18 chain_pci 101010(2a) 커스텀 pci, dma, ad1843, 
ks1 19

19 chain_ifudp 101011(2b) 커스텀 ifu dp, dma dp

20 chain_lsudp 101100(2c) 커스텀 1su rd dp,

1su wr dp

21 chain_ccudp 101101(2d) 커스텀 ccu data dp,

ccu addr dp

22 chain_mcudp 101110(2e) 커스텀 mcu dp

23 chain_pcidp 101111(2f)  커스텀 pci dp, fbus,

i/o bus

24 chain_bp 110000(30) 커스텀 bp, bp dp, 

ad1843, ks 119

25 chain_codp 110001(31) 커스텀 ad 1843 dp,

ks 119 dp

39-12

1019970022660



26 chain_exedp 110011(33) 커스텀 exe dp

27 chain_io 110101(35) 커스텀 i/o peri,

i/o ccu i/f

28 chain_rf 110111(37) 커스텀 레지스터 화일

[표 7]

다중 스캔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29 다중 스캔 체인 110100(34) 커스텀 바이패스 레지스터

[표 8]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30 MCR/BIST 1 100001(21)    커스텀/인테스트 MCR

31 MCR/BIST 2 100010(22) 커스텀/인테스트 MCR

32 MCR/BIST 3 010011(23) 커스텀/인테스트 MCR

33 MCR/BIST 4 100100(24) 커스텀/인테스트 MCR

[표 9]

파우어업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34 파우어업 11110(3d) 커스텀 바이패스 레지스터

[표 10]

의사 시스템 클럭 발생 인스트럭션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35 BIST 000101(05)    선택적, 사용자 정의 
코드

바이패스 레지스터

36 GBIST 111010(3a) 선택적, 사용자 정의 
코드

바이패스 레지스터

[표 11]

시스템 행위를 모니터하기 위한 JTAG 인스트럭션 클래스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37 모니터 111100(3c) 커스텀 OCR

[표 12]

장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JTAG 인스트럭션 클래스

번호 테스트 명 인스트럭션 코드 주석 선택된 레지스터

38 장래에 이용가능 111110(3e)    커스텀 바이패스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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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터)이다.  각 제어 레지스터를 위한 제어 신호는 이하와 같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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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의내용

번 호 제어 신호 주 석31data_ram_test_en데이타 RAM 테스트 인에이블

1 clk_cnt_0 클럭 카운트 0 비트32reg_file_test_en레지스터 화일 테스
트 인에이블

2 clk_cnt_1 클럭 카운트 1 비트33장래의 슬롯

3 clk_cnt_2 클럭 카운트 2 비트34mode_sig_control모드 신호는 MCR로
부터 제어된다.

4 clk_cnt_3 클럭 카운트 3 비트35arm_i_modeARM7 출력 경계 스캔을 위
한 모드 신호

5 clk_cnt_4 클럭 카운트 4 비트36arm_o_modeARM7 입력 경계 스캔을 위
한 모드 신호

6 clk_cnt_5 클럭 카운트 5 비트37msp_i_modeMSP 입력 경계 스캔을 위
한 모드 신호

7 clk_cnt_6 클럭 카운트 6 비트38msp_o_modeMSP 출력 경계 스캔을 위
한 모드 신호

8 clk_cnt_7 클럭 카운트 7 비트39msp_c_modeMSP 제어 경계 스캔을 위
한 모드 신호

9 clk_cnt_8 클럭 카운트 8 비트40jtag_sdram_normMCU에게 SDRAM을 사
용하도록 통지.

10 clk_cnt_9 클럭 카운트 9 비트

11 sys_clk_bypass MSP에 있는 모든 클럭이 바이패스된다.

12 clk_jtag_cntl JTAG는 테스트 클럭을 위한 클럭을 제어할 것이다.

13 jatg_ack JTAG는 클럭 발생기로부터의 신호에 확인응답한다.

14 jatg_clk_stop_req JTAG는 클럭을 정지하기를 원한다. 이는 JTAG와 코어 블럭 
간의 핸드쉐이킹을 위한 것이다.

15 cnt_start 시스템 클럭을 발생하는 것을 시작.

16 start_sdram_access SDRAM 액세스 신호가 JTAG 제어 SDRAM 액세스 서브-모듈로
부터 발생된다.

17 em_status 에뮬레이션 상태. EHU 블럭까지 후크 업

18 jtag_rf_cs rf cex

19 mem_data_we 데이타 RAM 기록 인에이블, rf we1, rf we2

20 mem_vt_u/we VD와 태그 RAM 기록 인에이블

21 mem_add_u/d 어드레스 카운터 업/다운 표시기

22 mem_add_cnt 어드레스 카운터 카운트 인에이블

23 mem_add_reset 어드레스 카운터 리셋 신호

24 mem_add_set 어드레스 카운터 세트 신호

25 mem_vclear SRAM에서 Vclear

26 mem_data_cs 데이타 RAM 선택

27 mem_vt_cs Vd와 태그 RAM 선택

28 mem_compare 래치 인에이블 비교

29 mem_hwp SRAM에 있는 기록 레지스터에 기록 데이타 인에이블을 유
지

30 vt_ram_test_en Vd와 태그 RAM 테스트 인에이블

[표 14]

OCR의내용

번 호 제어 신호 주 석31md28sdram 데이타 비트 28

1 vp_idle VP는 IDLE 상태에 있다.32md29sdram 데이타 비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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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_acom 클럭 발생기에 대한 요구가 수행되었다.33md30sdram 데이
타 비트 30

3 md0 sdram 데이타 비트 034md31 sdram 데이타 비트 31

4 md1 sdram 데이타 비트 135md32sdram 데이타 비트 32

5 md2 sdram 데이타 비트 236md33sdram 데이타 비트 33

6 md3 sdram 데이타 비트 337md34sdram 데이타 비트 34

7 md4 sdram 데이타 비트 438md34sdram 데이타 비트 34

8 md5 sdram 데이타 비트 539md35sdram 데이타 비트 35

9 md6 sdram 데이타 비트 640md36sdram 데이타 비트 36

10 md7 sdram 데이타 비트 741md37sdram 데이타 비트 37

11 md8 sdram 데이타 비트 842md38sdram 데이타 비트 38

12 md9 sdram 데이타 비트 943md39sdram 데이타 비트 39

13 md10 sdram 데이타 비트 1044md40sdram 데이타 비트 40

14 md11 sdram 데이타 비트 1145md41sdram 데이타 비트 41

15 md12 sdram 데이타 비트 1246md42sdram 데이타 비트 42

16 md13 sdram 데이타 비트 1347md43sdram 데이타 비트 43

17 md14 sdram 데이타 비트 1448md44sdram 데이타 비트 44

18 md15 sdram 데이타 비트 1549md45sdram 데이타 비트 45

19 md16 sdram 데이타 비트 1650md46sdram 데이타 비트 46

20 md17 sdram 데이타 비트 1751md47sdram 데이타 비트 47

21 md18 sdram 데이타 비트 1852md48sdram 데이타 비트 48

22 md19 sdram 데이타 비트 1953md49sdram 데이타 비트 49

23 md20 sdram 데이타 비트 2054md50sdram 데이타 비트 50

24 md21 sdram 데이타 비트 2155md51sdram 데이타 비트 51

25 md22 sdram 데이타 비트 2256md52sdram 데이타 비트 52

26 md23 sdram 데이타 비트 2357md53sdram 데이타 비트 53

27 md24 sdram 데이타 비트 2458md54sdram 데이타 비트 54

28 md25 sdram 데이타 비트 2559md55sdram 데이타 비트 55

29 md26 sdram 데이타 비트 2660md56sdram 데이타 비트 56

30 md27 sdram 데이타 비트 2761md57sdram 데이타 비트 57

62 md58 sdram 데이타 비트 58

63 md59 sdram 데이타 비트 59

64 md60 sdram 데이타 비트 60

65 md61 sdram 데이타 비트 61

66 mcu_idle MCU는 아이들 상태이다.

67 차후 이용가능

68 차후 이용가능

69 차후 이용가능

70 차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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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JTAG 인스트럭션을 이용한 테스트 시나리오

1.10.5.1  디버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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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0 : 클럭 정지 요구 발행 : 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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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트럭션 MCR/BIST1 또는 MCR/BIST2는 신
호를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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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 : 클럭 정지 : 필요한 상태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시스템이 아이들일 때 모든 유형의 클
럭을 정지할 수 있다.  클럭 정지는 적당한 스캔 레지스터를 스캔할 수 있는 것이 필요가 있다.  독자는 
MCR의 값을 어떻게 셋업하는 가에 따라 클럭을 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독자는 정상 클럭이 실행하
는 블럭에 대한 셀을 스캔하여서는 안된다.  클럭 정지 신호는 MSP가 시스템 클럭에 따라 실행하는 동안 
발행되고 있다.  네개의 인스트럭션, MCR/BIST1, MCR/BIST2, MCR/BIST3, 및 MCR/BIST4 중에서 임의의 것
이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MCR/BIST1과 MCR/BIST2는 경계 스캔 셀이 트랜스패어
런트 모드에 있는 동안 신호를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모든 입력 신호가 차단되어 있
는 동안 클럭 정지 신호를 발행할 수 있다.

·단계 3 : 내부 상태의 스캐닝 : 이제부터, 모든 클럭이 바이패스되어 자유로이 실행하는 클럭은 존재하
지 않는다.  독자는 적당한 블럭을 스캔할 수 있다.  독자는 ARM7 블럭의 경계를 스캔하기 위해 인스트럭
션 9-10을 사용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 12 내지 28은 기능 블럭을 스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스트
럭션 35와 36은 TCK에서 나오는 고속 클럭을 발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이 재시작되기 전에, 독자
는 MSP에 필요한 셋업을 취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독자는 ARM 클럭과 같은 절반의 클럭을 발생하는 
상태 머신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단계 4 : 클럭 재시작 : 이제부터 MCR에 값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클럭이 재시작될 수 있다.  단계 2
에서와 같은 인스트럭션이 이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클럭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클럭 정지 플래그
가 논리 0으로 리셋될 것이다.

1.10.5.2  제조 테스트 동작

제조 테스트 모드는 다중 스캔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입력될 수 있다.  일단 이 모드를 위해 
디코드되면, MSP는 다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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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6

1019970022660



ARM7은 ARM7 인테스트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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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의 입력 prog32, data32, 및 bigent가 필요하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갱신 
신호가 다른 경계 스캔 셀 갱신 신호로부터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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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4  캐쉬 및 레지스터 화일 액세스

MCR을 데이타 레지스터로서 선택하고 입력 및 출력 신호를 차단하는 MCR/BIST4 인스트럭션을 로드한다.  
bist 클럭이 이 모드에서 발생되어 동작의 속도를 가속시킨다.  MCR을 제어함으로써, 판독 및 기록이 수
행될 수 있다.

캐쉬 및 레지스터 화일로 향하는 클럭은 테스트 클럭과 함께 멀티플렉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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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
스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그것을 수행한다.

1.10.5.6  인테스트 및 엑스테스트

인테스트 및 엑스테스트 인스트럭션을 이용한다.

1.10.6  JTAG 인터페이스 신호

[표 15]

JTAG 제어기 /IO 신호

신호 명칭 설 명sysclk시스템 클럭.  MSP의 시스템 클럭 핀에 접속.  이 클럭은 시
스템 리셋 동작 동안 MSP에 있는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로 향하는 중첩하
지 않는 두개의 클럭을 생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2로 나누어질 것이다.  
주의: 리셋 기능은 MSP-1E에 대해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OCR 레지스터에 
대한 JTAG 입력 신호bist_mb1_clk2oBIST 단계 2 클럭.  Clock_Gen 블럭
에 있는 bist_clk2포트에 접속된다.  이 신호는 LSSD 플립플롭 및 래치
에 있는 스캔 클럭 포트 대신에 정상 클럭 포트에 인가된다는 점에서 
bn_sclkb와는 다르다.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1이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clockdrJTAG 표준 신
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clockdr 포트에 접속된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번째 비트와 270번째 
비트 간의 클럭 스큐는 최소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  arm7_bs_disableARM7 경계 스캔 디스에
이블 신호.  arm_bs 블럭에 있는 enb 포트에 접속된다.  TCK를 차단함으
로써 arm7  코어 경계 스캔 체인을 갱신하는 것을 디스에이블시킨다.  
100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mem_add_set메
모리 어드레스 카운터 동기 세트 신호.  어드레스 카운터의 리셋 포트에 
접속된다.신호명설 명

                JTAG 입력 신호

sdram_clk SDRAM으로 향하는 클럭과 동일한 클럭mult_in_1, ...

     -

mult_in_17다중 스캔 모드에서 리-라우팅하기 위한 입력 신호.  MSP에 
있는 다중 스캔 입력 핀, ad06, si0, ad07, si1, ad08, si2, ad09, si3, 
ad10, si4, ad11, si5, ad12, si6, ad13, si7, ad14, si8, ad15, si9 또
는 기능 블럭의 스캔 출력 포트중 어느 하나에 접속된다.   이 리-라우
팅은 기능 블럭에 있는 모든 스캔 길이가 고정된 후 결정될 
것이다.req_acom클럭 발생기에 대한 요구가 달성되었다, 
OCR[1]bist_mb2_clk2oBIST 단계 2 클럭.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2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clockdrb스캔 동작을 위한 LSSD형 셀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
는 clockdrb 포트에 접속된다.msp_bs_disableMSP 경계 스캔 디스에이블 
신호.  msp_bs 블럭에 있는 enb 포트에 접속된다.  TCK를 차단함으로써 
MSP 경계 스캔 체인을 갱신하는 것을 디스에이블시킨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mem_data_cs메모리 액세스 모
드에서 데이타 RAM 칩 선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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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b 경계 스캔 체인에서 나오는 RAS 신호bn_scan_outJTAG 제어기에 대한 입
력인 bn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스캔.  bn은 바닥에 정의되어 
있다.ocr_in[34-39]코어 논리회로부터의 신호.  코어 논리회로 신호는 
이들 비트중 하나에 할당함으로써 JTAG 제어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될 수 
있다.  신호 할당 리스트는 특수 제어 레지스터의 절에서 알 수 
있다.bist_mb3_clk1oBIST 단계 1 클럭.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3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updatedrJTAG 표준 신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updatedr 포
트에 접속된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
다.  첫번째 비트와 270번째 비트 간의 클럭 스큐는 최소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  ins[31:
0]모든 JTAG 인스트럭션 신호.  나중에 이 신호를 이용하여 필요한 모든 
신호가 발생된다. mem_vt_cs메모리 액세스 모드에서 Vd와 태그 RAM 칩 
선택 신호.

sdram_data[31:0] 경계 체인을 통해 SDRAM에서 나오는 데이타bar_scan_outMSP 경계 스캔 
체인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스캔.JTAG 출력 신호bist_mb3_clk2oBIST 단계 
2 클럭.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3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
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shiftdrJTAG 표준 신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shiftdr 포트에 접속된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
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번째 비트와 270번째 비트 간의 클
럭 스큐는 최소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  MCR 레지스터로부터 JTAG 출력 신호mere_compare메
모리 테스트 동안 인에이블 신호를 비교한다.  캐쉬 메모리 블럭의 상기 
비교 인에이블 신호에 접속된다.

trst_n JTAG 표준 핀.  MSP에 있는 테스트 논리회로 리셋 핀에 접속,  TRSTL.  
정상 동작 동안, 이 신호는 항상 하이이다.  온칩 풀-업 레지스터를 구
비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
조한다. arm7_scan_outARM7 경계 스캔 체인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스캔.sdram_bs_csnSDRAM 칩 선택.bist_mb4_clk1oBIST 단계 1 클럭.  이
는 클럭 발생기 블럭에 있는 jtag_mem_clk1에 접속된다.  이는 인스트럭
션 MCR/BIST4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
생될 수 있다.msp_mode_iJTAG 표준 신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입력 경계 스캔 모드 포트에 접속된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mem_data_we메모리 액세스 동작에서, 데이타 
RAM 기록 인에이블 신호.mem_hwd메모리 액세스 모드 동안, 캐쉬에 있는 
기록 레지스터에 데이타 값을 유지한다.  

tdi JTAG 표준 핀.  MSP에 있는 TDI 핀에 접속.  JTAG에 테스트 데이타를 공
급하는데 사용.  정상 동작 동안, 이 신호는 항상 하이이다.  온칩 풀-
업 레지스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
준 1149.1을 참조한다. dbar_scan_outSDRAM 액세스를 위해 MSP 경계 스
캔 체인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스캔.tdoJTAG 표준 핀.  MSP에 있는 TD0에 
접속.   이는 테스트 데이타 출력을 관측하는 주 포트이다.  자세한 정
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bist_mb4_clk2oBIST 단계 2 
클럭.  이는 클럭 발생기 블럭에 있는 jtag_mem_clk2에 접속된다.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4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
에만 발생될 수 있다.msp_mode_oJTAG 표준 신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출력 경계 스캔 모드 포트에 접속된다.  270 경계 스캔 셀을 구동
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mem_vt_we메모리 액세스 동작에서, V
d와 태그 RAM 기록 인에이블future_ram_test_enRAM 테스트 인에이블 신
호.  이는 장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이다.  이는 다른 주기에서는 항
상 로우이다.

tck JTAG 표준 핀.  20MHz 동작. MSP에 있는 TCK 핀에 접속,  JTAG 제어기를 
동작시키고 MSP에 있는 기능 블럭에 대해 중첩하지 않는 두개의 스캔 클
럭을 생성하는데 사용.  정상 동작 동안, 이 신호는 항상 로우이다.  보
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 mult_clk1다
중 스캔 모드에서 정상 단계 1 클럭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단계 1 시
스템 클럭과 동일하다.  이 클럭은 bi-di 핀 AD05_MT5까지 후크 
업된다.rti테스트 아이들 상태를 실행.bist_arm7_clk1oBIST 단계 1 
클럭.  이는 인스트럭션 ARM7 인테스트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
/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msp_mode_cJTAG 표준 신호.  MSP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제어 경계 스캔 모드 포트에 접속된다.  270 경
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mem_add_u/d메모리 
어드레스 업 또는 다운 인에이블 신호.  어드레스 카운터에 있는 u/d 포
트에 접속된다.  mem_add_ cnt 신호에 따라 동작.  메모리 액세스 동작
에 사용.vt_ram_test_en메모리 액세스 동작에서 Vd 및 태그 RAM 선택 신
호.  이는 다른 주기에서는 항상 로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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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JTAG 표준 핀.  MSP에 있는 TMS 핀에 접속,  JTAG 제어기에서 테스트 모
드 선택에 사용.  정상 동작 동안, 이 신호는 항상 하이이다.  온칩 풀
-업 레지스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EEE 
표준 1149.1을 참조한다. mult_clk2다중 스캔 모드에서 정상 단계 2 클
럭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단계 2 시스템 클럭과 동일하다.  이 클럭은 
bi-di 핀 AD04_MT4까지 후크 업된다.bn_sclka스캔 동작을 위한 단계 1 
클럭.  블럭 bn에 있는 단계 1 클럭 포트에 접속.  이 클럭은 TCK 클럭
으로부터 유도된다.  bn은 본 표의 바닥에 정의되어 
있다.bist_arm7_clk2oBIST 단계 2 클럭.  이는 클럭 발생기 블럭에 있는 
jtag_arm_clk에 접속된다. 이는 인스트럭션 ARM7 인테스트가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msp_mode_iJTAG 표준 신호.  ARM7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입력 경
계 스캔 모드 포트에 접속된다.  124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번째와 124번째 비트 간의 클럭 스큐는 최소이어야 
한다.mem_add_cnt메모리 어드레스 카운트 인에이블 신호.  어드레스 카
운터에 있는 cnt 포트에 접속된다.  mem_add_u/d 신호에 따라 동작.  메
모리 액세스 동작에 사용.dam_ram_test_en메모리 액세스 동작에서 데이
타 RAM 선택 신호.  이는 다른 주기에서는 항상 로우이다.

tca 테스트 단계 1 클럭.  MSP의 TCA 핀에 접속.  다중 스캔 체인 동작 동안 
MSP에 있는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에 단계 1 클럭을 공급하는데 사용.  
이는 정상 동작에서 항상 로우이다.  온칩 풀-다운 레지스터를 구비하여
야 한다.mult_scan_mode다중 스캔 모드에서 모드 신호를 스캔함.  만일 
파우어 업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을 VDD에 연결한다.  MSP가 파
우어 업될 때마다, JTAG 논리가 또한 리셋된다.bn_sclkb스캔 동작을 위
한 단계 2 클럭.  블럭 bn에 있는 단계 2 클럭 포트에 접속.  이 클럭은 
TCK 클럭으로부터 유도된다.  bn은 본 표의 바닥에 정의되어 
있다.msp_mode_oJTAG 표준 신호.  ARM7 경계 스캔 체인에 있는 출력 경
계 스캔 모드 포트에 접속된다.  124 경계 스캔 셀을 구동시키는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번째와 124번째 비트 간의 클럭 스큐는 최소이어야 
한다.mere_add_reset메모리 어드레스 카운터 동기 리셋 신호.  어드레스 
카운터에 있는 리셋 포트에 접속.reg_file_test_en메모리 액세스 동작에
서 레지스터 화일 선택 신호.  이는 다른 주기에서는 항상 로우이다.

tcb 테스트 단계 2 클럭.  MSP의 TCB 핀에 접속.  다중 스캔 체인 동작 동안 
MSP에 있는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에 단계 2 클럭을 공급하는데 사용.  
이는 정상 동작에서 항상 로우이다.  온칩 풀-다운 레지스터를 구비하여
야 한다.sys_clk_bypass이는 쓸모없다.jtag_rf_cex레지스터 화일 칩 선
택 신호.

scan_test_mode 시스템은 하이일 때 스캔 동작에 있다.  모든 기능 블럭의 모든 
scan_test_mode 포트에 접속된다.  비합적인 모든 행위는 이 신호를 사
용하여 스캔 모드에서 디스에이블될 것이다.start_sdram_accessSDRAM 액
세스 신호가 발생된다.

bn_scan_in 블럭 bn을 위해 입력 신호를 스캔함.  JTAG 스캔 동작에 사용되고 본래 
MSP에 있는 TDI 핀으로부터 나옴.  bn은 본 표의 바닥에 정의되어 있다.

bist_mb1_clk1o BIST 단계 1 클럭.  Clock_Gen 블럭에 있는 bist_clk1포트에 접속된다.  
이 신호는 LSSD 플립플롭 및 래치에 있는 스캔 클럭 포트 대신에 정상 
클럭 포트에 인가된다는 점에서 bn_sclka와는 다르다.  이는 인스트럭션 
MCR/BIST1이 선택되고 JTAG가 실행-테스트/아이들에 있을 때에만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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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JTAG 인터페이스 신호는 표 11에 열거되어 있다.

1.11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

하드웨어 환경이 도 7 에 도시되어 있다.  AVL(ASCII 벡터 언어)는 경계 스캔 테스팅을 위해 특별히 설계
된 테스트 벡터 언어와, 경계 스캔 테스트 툴 모두이다.  이는 종래의 병렬 벡터 지향 자동화 테스트 장
비(ATE)를 IEEE 표준 1149.1로 정의된 직렬 경계 스캔 테스팅과 결합한다.

prdTest-PC는 테스팅 부품, 보드 및 시스템을 위해 IEEE 표준 1149.1 신호를 수신하고 발생할 수 있는 PC
에 근거한 테스트 제어기 보드이다.  AVL과 proTest-PC는 AIS(Alpine Image System, In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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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를 액세스하도록 AVL 매크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JTAG 5핀만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
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한다.

·AVL 사용자 지침, V1.80, Alpine Image System, Inc. 1995

·proTest-PC 사용자 지침, V3.01, Alpine Image System, Inc. 1995

1.12 내장 RAM 테스트 스킴

39-20

1019970022660



1.12.1  IDC

도 8 은 IDC 블럭을 위한 테스트 스킴을 도시한다.  테스트 논리 회로는 블럭, CCU 및 IDC에 삽입된다.  
모든 점선은 정상 모드에서의 신호를 가리킨다.  CCU 블럭은 테스트 및 정상 모드에서 어드레스에 대해 
먹스 논리를 제공한다.  세트, 리세트, 업/다운, 및 카운트 인에이블 기능을 갖는 9 비트 카운터를 갖는 
어드레스가 발생된다.  모든 카운터 동작은 시스템 클럭, clk1과 동기되어야 한다.  네개의 카운터 제어 
신호, mem_add_ud, mem_add_cnt, mem_add_reset, 및 mem_add_set가 JTAG 제어기에 의해 공급된다.  MSB쪽
에 있는 첫번째 두개의 비트는 뱅크 선택을 위해 접속될 필요가 있다.

32 비트 ben_idc 신호는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동안 논리 1로 세트된다.  테스트와 정상 신호 사이를 선택
하는  두개의  신호가  존재한다.   Vt_ram_test_en은  vd_ram  및  tag_ram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Data_ram_test_en은 data_ram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신호들이 논리 하이이면, 테스트 데이타
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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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에러가 발생하면, 파라메타의 출력은 논리 0을 발생한다.  그렇지 않
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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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_data_cs, mem_vt_cs, 및 mem_vclear에 대해서는 MSP 명세를 참조한다.  이들 명칭은 me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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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레지스터 화일 테스트 스킴)는 테스트 환경을 위한 전반적인 스킴을 도시한다.  점선은 정상 신호
를 도시한다.  세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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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
스와 제어 신호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스 논리회로를 공급한다.  테스트 모드 선택 신호 reg_file_test_en, 
및 세개의 메모리 제어 신호 mem_we1, mem_we2, 및 mem_cex는 JTAG 제어 논리회로에 의해 공급된다.  만
일 reg_file_test_en이 하이이면, 테스트 데이타가 선택된다.

어드레스는 세트, 리세트, 업 및 다운, 및 카운트 인에이블을 갖는 6 비트 카운터에 의해 발생된다.  모
든 카운트 동작은 시스템 클럭 clk1에 따라 동기된다.  입력 및 출력 레지스터는 도 9에 명시된 바와 같
이 데이타 경로 블럭에 위치된다.  모든 I/O 레지스터는 스캔될 필요가 있다.    32비트 ben 신호는 테스
트 모드의 논리 1에 결합된다.

1.13  MSP 경계 스캔

MSP에 있는 모든 I/O 패드는 적당한 경계 스캔 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스캔 체인에는 270 경계 
스캔 셀이 접속되어 있다.  시퀀스와 셀이 표 13에 열거되어 있다.

1.13.1  경계 스캔 셀 선택

KGL75에 있는 현재 이용가능한 JTAG 셀이 이하에 열거되어 있다.  일치하는 그 JTAG 표준 셀은 표 15에 
열거되어 있다.  MSP를 위한 경계 스캔 체인은 LSSD형 스캔 셀을 이용한다.  KGL75와의 차이점은 중첩하
지 않은 두개의 클럭을 이용하여 경계 스캔 체인을 통해 쉬프트하는 것이다.  KGL75 경계 스캔 체인은 
ARM7의 경계 스캔에 사용된다.

·JTBI1: 앙ㅇ향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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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은 이하와 같다.

[표 16]

KGL75 대 JTAG 표준 간의 경계 스캔 셀의 일치 표

KGL75 표준

JTB1IN BC_2

JTB1OUT BC_1

JTINT1 BC_1

JTOUT1 BC_1

JTIN1 BC_2

JTCK BC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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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 VDD 및 VCC 핀을 제외한 클럭 입력을 포함하는 모든 입력 셀의 경우, JTIN1을 이용한다.

·모든 양방향 셀의 경우, JTBI1를 이용한다.

·모든 출력 셀의 경우, JTOUT1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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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오픈 드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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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으로부터 카운터-클럭 방향으로 경계 스캔 체인이 달성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MSP 핀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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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에 존재하면, 단지 하나의 3-상태 제어 셀이 시퀀스에 있는 첫번째 3-상
태 핀 이전에 삽입된다.

1.13.3  설계 세부사항

모든 ADxx 신호는 동일한 3-상태 인에이블 신호를 갖는다.  따라서 32 비트 AD 신호를 적절히 제어하는데
에는 단지 하나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은 충분하다.  그러나, 다중 스캔 모드에서 신호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네개 이상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이 삽입된다.  결국, 총 5개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이 AD 버스에 
사용된다.  5개의 제어 경계 스캔 셀은 MSP 코어로부터 하나의 정상 제어 신호를 취하고 5개의 제어 신호
를 만든다.

[표 17]

MSP를 위한 경계 스캔 순서

핀 # 명칭 유형 BS 셀 와 동일한 3-상태 제
어

BS 스캔 순서
핀 #
명칭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태 
제어BS 스캔 
순서핀 #명칭
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
태 제어BS 스
캔 순서핀 #
명칭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태 
제어BS 스캔 
순서핀 #명칭
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
태 제어BS 스
캔 순서핀 #
명칭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태 
제어BS 스캔 
순서핀 #명칭
유형BS 셀와 
동일한 3-상
태 제어BS 스
캔 순서

JTINT1 JTINT135PARI
/O t/sJTBI1
독립66GNDINN
/A106MD16I/O 
t/sJTBI1핀 
84144BGCLKIN
JTIN1178GNDI
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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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31 I/O t/s JTBI1 핀 1 8AD25_SO9I/O 
t/sJTBI1핀 
836C_BE1LI/O 
t/sJTBI1핀 
1067VDDINN/A
107MD17I/O 
t/sJTBI1핀 
84145VDDINN/
A179C7INJTIN
1

2 AD30 I/O t/s JTBI1 핀 1 9AD24_SO8I/O 
t/sJTBI1핀 
8JTINT168MA6
OUTJTOUT1108
MD18I/O 
t/sJTBI1핀 
84146GNDINN/
A180C6INJTIN
1

3 AD29 I/O t/s JTBI1 핀 1 JTBI137AD15_
SI9I/O 
t/sJTBI1핀 
3769MA5OUTJT
OUT1109MD19I
/O t/sJTBI1
핀 
84147PD7_PA7
OUT t/sJTBI
1핀 
136181C5INJT
IN1

4 AD28 I/O t/s JTBI1 핀 1 10C-BE3LI/O 
t/sJTBI1핀 
1038AD14_SI8
I/O t/sJTBI
1핀 
3770MA4OUTJT
OUT1110MD20I
/O t/sJTBI1
핀 
84148PD6_PA6
OUT t/sJTBI
1핀 
136182C4INJT
IN1

5 GND IN NA 11VCCINNA39A
D13_SI7I/O 
t/sJTBI1핀 
3771MA3OUTJT
OUT1111GNDIN
N/A149PD5_PA
5OUT 
t/sJTBI1핀 
136183C3INJT
IN1

6 AD27 I/O t/s JTBI1 핀 1 12IDSELINJTI
NI140GNDINN/
A72MA2OUTJTO
UT1112MD21I/
O t/sJTBI1핀 
84150PD4_PA4
OUT t/sJTBI
1핀 
136184C2INJT
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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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26 I/O t/s JTBI1 핀 1 13AD23_SO7I/
O t/sJTBI1핀 
841AD12_SI6I
/O t/sJTBI1
핀 
3773GND-1INN
/A113MD22I/O 
t/sJTBI1핀 
84151PD3_PA3
OUT t/sJTBI
1핀 
136185C1INJT
IN1

14 GND IN N/A 42AD11_SI5I/
O t/sJTBI1핀 
3774MA1OUTJT
OUT1114MD23I
/O t/sJTBI1
핀 
84152PD2_PA2
OUT t/sJTBI
1핀 
136186C0INJT
IN1

15 AD22_SO6 I/O t/s JTBI1 핀 8 43AD10_SI4I/
O t/sJTBI1핀 
3775MA0OUTJT
OUT1115MD24I
/O t/sJTBI1
핀 
84153PD1_PA1
OUT t/sJTBI
1핀 
136187GNDINN
/A

16 AD21_SO5 I/O t/s JTBI1 핀 8 44AD09_SI3I/
O t/sJTBI1핀 
3776RAS1LOUT
JTOUT1116VDD
INN/A154PD0_
PA0OUT 
t/sJTBI1핀 
136188VDDINN
/A

17 AD20_SO4 I/O t/s JTBI1 핀 8 45AD08_SI2I/
O t/sJTBI1핀 
3777GAS1LOUT
JTOUT1117MD2
5I/O 
t/sJTBI1핀 
84155VCCINN/
A189Y7INJTIN
1

18 AD19_SO3 I/O t/s JTBI1 핀 8 46C_BEOLI/O 
t/sJTBI1핀 
1078VDDINN/A
118MD26I/O 
t/sJTBI1핀 
84156PROMCSL
OUTJTOUT1190
Y6INJTIN1

19 AD18_SO2 I/O t/s JTBI1 핀 8 47TCBINJTINT
179GNDINN/A1
19GNDINN/A15
7BGVSINJTIN1
191Y5INJT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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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D17_SO1 I/O t/s JTBI1 핀 8 48GNDINN/A80
MEMCLKOUTJTC
K120MD27I/O 
t/sJTBI1핀 
84158BGHSINJ
TIN1192Y4INJ
TIN1

21 AD16_SO0 I/O t/s JTBI1 핀 8 49MCKEOUTJTO
UT81MWE1LOUT
JTOUT1121VDD
INN/A핀 
84159VCCINN/
A193Y3INJTIN
1

22 C_BE2L I/O t/s JTBI1 핀 10 50AD07_SI1I/
O t/sJTBI1핀 
3782DQMOUTJT
OUT1122MD28I
/O t/sJTBI1
핀 
84160GNDINN/
A194Y2INJTIN
1

23 GND-1 IN N/A 51AD06_SI0I/
O t/sJTBI1핀 
3783MCS1OUTJ
TOUT1123MD29
I/O t/sJTBI
1핀 
84JTINT1195Y
1INJTIN1

JTINT1 52VCCINN/AJT
INT1124MD30I
/O t/sJTBI1
핀 
84161SCLKOUT 
t/sJTOUT1독
립196Y0INJTI
N1

24 FRAMEL I/O s/t/s JTBI1 독립 53GNDINN/A84
MD0I/O 
t/sJTBI1핀 
84125MD31I/O 
t/sJTBI1핀 
84JTINT1197T
RSTLINN/A

JTINT1 JTINT185MD1I
/O t/sJTBI1
핀 
84JTINT1162S
DATI/O 
t/sJTBI1
독립198TDIIN
N/A

25 DRDYL I/O s/t/s JTBI1 독립 54AD05_MT5I/
O t/sJTBI1핀 
5486MD2I/O 
t/sJTBI1핀 
8412643SDFSI
/O t/sJTBI1
독립JTINT119
9TCKI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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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NT1 55AD04_MT4I/
O t/sJTBI1핀 
5487MD3I/O 
t/sJTBI1핀 
84JTINT1163S
FRSOUT 
t/sJTOUT1독
립200TDOOUTN
/A

26 TRDYL I/O s/t/s JTBI1 독립 56AD03_MT3I/
O t/sJTBI1핀 
5488GNDINN/A
12743SCLKI/O 
t/sJTBI1
독립JTINT120
1TMSINN/A

JTINT1 JTINT189MD4I
/O t/sJTBI1
핀 
84128VCCINN/
A164RSTOLOUT 
t/sJTOUT1독
립JTINT1

27 DVSELL I/O s/t/s JTBI1 독립 57AD02_MT2I/
O t/sJTBI1핀 
5790MD5I/O 
t/sJTBI1핀 
84129GNDINN/
AJTINT1202IN
TALOUT 
o/dJTOUT1독
립

JTINT1 58AD01_MT1I/
O t/sJTBI1핀 
5791MD6I/O 
t/sJTBI1핀 
84JTINT1165M
SSELOUT 
t/sJTOUT1독
립203RSTLINJ
TIN1

28 STOPL I/O s/t/s JTBI1 독립 59AD00_MT0I/
O t/sJTBI1핀 
5792MD7I/O 
t/sJTBI1핀 
8413043SDIOU
T t/sJTOUT1
독립166CK2IN
JTINT1204PCI
CLKINJTIN1

JTINT1 60GNDINN/A93
GNDINN/A1314
3DSOINJTIN11
67VCCINN/A20
5GNDINN/A

29 LOCKL I/O s/t/s JTBI1 독립 61MA11OUTJTO
UT194VDDINN/
A132RIINJTIN
1168GNDINN/A
206GNTLINJTI
N1

JTINT1 62MA10OUTJTO
UT195MD8I/O 
t/sJTBI1핀 
84133LCSINJT
IN1169CKINJT
IN1JTI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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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ERRL I/O s/t/s JTBI1 독립 63MA9OUTJTOU
T196MD9I/O 
t/sJTBI1핀 
84GNDINJTIN1
170MIDIININJ
TIN1207RSQLO
UT t/sJTOUT
1독립

JTINT1 64MA8OUTJTOU
T197MD10I/O 
t/sJTBI1핀 
84134CALRIDO
UT t/sJTOUT
1
독립171TMINJ
TIN1208VCCIN
N/A

31 SERRL I/O o/d JTBI1 독립 65MA7OUTJTOU
T198MD11I/O 
t/sJTBI1핀 
84135GNDINN/
A172GNDINN/A

32 GND IN N./A 99GNDINN/AJT
INT1173VSINJ
TIN1

33 VDD IN N/A 100MD12I/O 
t/sJTBI1핀 
84136PD15OUT 
t/sJTOUT1핀 
136174HSINJT
IN1

34 TCA IN JTINT1 101MD13I/O 
t/sJTBI1핀 
84137PD14_PA
14OUT 
t/sJTOUT1핀 
136175HREFIN
JTIN1

JTINI1 102MD14I/O 
t/sJTBI1핀 
84138PD13_PA
13OUT 
t/sJTOUT1핀 
136JTINT1

103 MD15 I/O t/s JTBI1 핀 84 139PD12_PA12
OUT 
t/sJTOUT1핀 
136176MIDIOO
UT t/sJTOUT
1독립

104 VDD IN N/A 140PD11_PA11
OUT 
t/sJTOUT1핀 
136177MSPCKI
NJTCK

105 GND IN N/A 141PD10_PA10
OUT 
t/sJTOUT1핀 
136

142 PD9_PA9 OUT t/s JTOUT1 핀 136

143 PD8_PA8 OUT t/s JTOUT1 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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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ARM7 경계 스캔

경계 스캔 셀 선택은 MSP 경계 스캔 셀 선택에서의 길로서 취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전
의 절을 참조한다.  그 명칭과 순서는 표 17에 기술되어 있다.

[표 18]

ARM7에 대한 경계 스캔 셀 순서

스캔 순
서

명칭 유형 폭 설명 BSC형

1 mclk 입력 1 클럭 JTCK

2 Nwait 입력 1 클럭 JTIN1

3 prog32 입력 1 구성 JTIN1

4 data32 입력 1 구성 JTIN1

5 bigend 입력 1 구성 JTIN1

6 Nexec 출력 1 JTOUT1

7 Nirq 입력 1 인터럽트 JTIN1

8 Nfig 입력 1 인터럽트 JTIN1

9 Nreset 입력 1 JTIN1

10 ale 입력 1 버스 제어 JTIN1

11 dbe 입력 1 버스 제어 JTIN1

12-16 Nm 출력 5 제어기 모드 JTOUT1

17-48 a 출력 32 메모리 인터페이스 JTOUT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클럭 속도로 시스템 클럭에 따라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논리 블럭(at least one functional 
logic block)과, 상기 제 1 클럭 속도보다 낮은 제 2 클럭 속도로 테스트 클럭에 따라 동작하며 집적회로
의 외부에 있는 테스트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테스트 포트를 구비하는 집적회로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제 1 테스트 인스트럭션에 따라 상기 테스트 포트를 거쳐 제 1 제어 레지스터를 스캔 어드레스로써 선택
하는 단계;

쉬프트하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으며, 그 출력이 상기 기능 논리 블럭에 공급되는 제 1 제어 레지스터로 
갱신된 제어 값을 상기 제 2 클럭 속도로 쉬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제어 값을 상기 기능 논리 블럭에 공급하기 위해, 상기 갱신된 제어 값을 상기 제어 레지스
터의 제  1  부분에서 제  2  부분으로 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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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된 제어 값은, 상기 테스트 제어기가 상기 시스템 클럭을 정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기 기능 
논리회로에 가리키는 정지 클럭 플래그 요구 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갱신된 제어 값은 상기 시스템 클럭이 상기 기능 블럭에 공급되고 있는 동안 상기 제 1 제어 레지스
터로 쉬프트되며,

상기 기능 논리회로는,  인스트럭션 스택의 계류 중인 인스트럭션의 완료에 의해 아이들 상태(an  idle 
state)로 진입하고 상기 기능 논리회로가 상기 아이들 상태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아이들 신호를 
제 2 제어 레지스터에 공급함으로써 상기 정지 클럭 플래그 요구 비트의 어써션(assertion)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의 동작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들 신호가 상기 기능 논리회로에 의해 어써트(asserted)될 때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테스트 포
트를 통해 상기 제 2 제어 레지스터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단계; 및

일단 상기 아이들 신호가 상기 테스트 제어기에 의해 검출되면, 클럭 제어 논리 블럭을 가리키며, 정지 
시스템 클럭을 정지, 이로인해 상기 시스템 클럭을 정지하도록 어써트된 정지 클럭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갱신된 제어 값을 쉬프트하고 로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의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클럭 제어 논리 회로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 클럭 사이클 수의 카운트 값을 지정하기 위해 상기 제 1 제
어 레지스터를 쉬프트하고 로드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제어 레지스터의 제어 비트에 따라 상기 제 1 클럭 속도와 상기 제2 클럭 속도 중의 한 속도로 
상기 지정된 횟수의 클럭 사이클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의 동작 방
법.

청구항 5 

집적회로에 있어서,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테스트 포트;

상기 제 1 클럭 속도보다 빠른 제 2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블럭;

경계 스캔 셀(boundary scan cells)로 형성되고, 상기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며, 기능 블럭의 에뮬레이
션 작업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기능 블럭에 제어 입력을 공급하며, 상기 기능 블럭이 동작하는 동안 상기 
테스트 포트를 통한 직렬 쉬프트 동작을 거쳐 기록가능하고, 상기 직렬 쉬프트 동작 동안에는 상기 기능 
블럭에 공급되고 있는 그 출력이 일정한 제어 레지스터; 및

경계 스캔 셀로 형성되고, 상기 제 1 클럭 속도로 동작하며, 상기 기능 블럭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 직렬 
쉬프트 동작을 거쳐 상기 테스트 포트를 통해 판독가능하며, 상기 기능 블럭의 상태를 가리키는 입력을 
수신하는 관측 레지스터(observation register);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레지스터는 클럭 카운트를 가리키는 다수의 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클럭 카운트는 상기 클럭 
카운트로서 표현된 다수의 클럭 사이클을 공급하는 클럭 제어 회로를 가리키며, 상기 제어 레지스터는 클
럭 제어 회로가 제 1 또는 제 2 클럭 주파수에서 상기 다수의 클럭 사이클을 발행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
키며 상기 클럭 제어 회로에 공급된 비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각각의 셀이 모드 신호(a mode signal)를 멀티플렉서 선택 신호로서 수신하는 경계 스캔 셀들로 구성된 
다수의 경계 스캔 스트링을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 레지스터는 상기 경계 스캔 스트링의 테스트 포트 모드 제어를 무효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모
드 무효 제어 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레지스터는 모드 제어 비트들을 더 포함하며, 상기 모드 제어 
비트 중의 하나는 상기 경계 스캔 스트링의 각각에 공급되어 상기 모드 무효 제어 비트가 어써트될 때 각
각의 경계 스캔 스트링에 대한 상기 모드 신호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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