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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을 공개한다. 그 장치는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 파일,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부, 
저장부와 칩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및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인터페이스부는 저장부로부터 출력되는 입력 파일 또는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고 칩
으로 인가하기 위한 데이터 인가부, 및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PC를 기반으로 하여 칩 설계시에는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에러를 디버깅할 수 있는 검증기로 사용이 가
능하고, 칩 제작 이후에는 제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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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구성을 도식화한 블록도이다.

도3a, b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타겟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인터페이스 수단의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5는 도4에 나타낸 제어부의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6a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6b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6c는 도6b에 나타낸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 메인 보드상의 PCI 슬롯들에 장착되는 보드의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6d는 도6b에 나타낸 모듈에 장착을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실시예의 보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6e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또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6f는 본 발명의 모듈의 백 플레인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7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른 본체내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른 본체내부의 메모리 영역의 할당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9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 도1의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실시예의 GUI
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실시예의 테스트 벡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로직 상태를 나타내는 심볼(코드) 
및 심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도11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압축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12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실시예의 비압축 상태인 테스트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13은 도12에 나타낸 테스트 벡터의 로직 상태 및 런과 도11에 나타낸 데이터 포맷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이다.

도14, 15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설계 검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16a, b, c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메인 메모리, 인터페이스 수단, 및 타겟사이의 실시예의 데이
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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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칩 설계시에는 설계자가 설계한 칩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
한 검증기로 사용하고, 칩 제작 이후에는 제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와 관련된 각종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도구(tool)의 보급이 확대되고 HDL(Har
dware Description Language)를 이용한 설계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ASIC(application specific IC)의 설계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설계되는 회로의 크기도 기존의 수만~수십만 게이트 수준에서 근래에는 수백만 게이트에 이
르는 정도의 용량을 설계하기에 이르러 ASIC은 하나의 칩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같
이 구성된 시스템을 SOC( system on a chip)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대 용량의 회로를 하나의 ASIC 소자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서브-미크론(Sub-micron)화된 반
도체 공정기술이 뒷받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반도체 공정 기술의 서브-미크론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설계되는 AS
IC 소자는 더욱 더 고집적화 및 고속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큰 용량의 복잡한 회로를 올바르게 동작하는 ASIC 소자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부각되
는 것이 바로 회로의 시뮬레이션(simulation)과 시스템 수준에서 설계된 회로가 올바르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은 대개 그 회로에 어떠한 입력을 가할 때 어떠한 출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설계를 하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러한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회로가 ASIC이 되어 시스템 보드상에 장착이 되었을 때, 시스템상의 회로는 반드시 설계자가 회로의 기능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던 입력과 동일한 형태의 입력만을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ASIC 불량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수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하려는 회로의 복잡도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활용하고자 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블록의 수가 많
으면 많을수록 시스템 보드상의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수행 패턴을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
히, 수백만 게이트에 이르는 회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명령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뮬레이션의 수행에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시뮬레이션 수행시의 이러한 문제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프로그램가능한 FPGA(field program
mable gate array)가 회로 검증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FPGA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디
버깅 수단을 갖춘 ASIC 검증기가 활용되기도 한다.

FPGA는 사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자신이 설계한 회로를 FPGA용 컴파일러의 입력으로 하여 컴파일을 수행하고, 결과
로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bit stream) 파일을 FPGA에 써 넣음으로써 자신의 회로가 하드웨어적으로 FPGA에 형성이 
되게 할 수 있는 소자로서 대체로 작은 규모의 회로를 시스템 환경하에서 검증할 때 사용되며, 비교적 큰 규모의 회로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ASIC 검증기가 필요하다.

 - 3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종래의 칩 설계 검증 장치로는 미국 특허 번호 제6,009,256호에 공개된 컴퓨터 내장형 칩 설계 검증기와 미국 특허 번
호 제5,963,735호에 공개된 컴퓨터 독립형 칩 설계 검증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다른 검증기들도 있을 수 있으나, 여
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의 검증기를 종래 기술의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미국 특허 번호 제6,009,256호에 공개된 장치는 컴퓨터 내부에 설계하려는 칩의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모델을 구현한 재구성가능한 하드웨어 보드를 구비하여 칩을 구현하고, 구현된 칩의 동
작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장치는 설계된 칩이 적용될 타겟 시스템이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장치는 설계된 칩의 하드웨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로 구성된 하드웨어 보드
가 구비되게 되는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와 구비된 하드웨어 보드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압
축에 의한 전송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의 향상에 제한이 따르며, 주문자가 주문한 회로의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해
지게 되면 많은 수의 하드웨어 보드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 장치는 칩 설계 단계에서 칩을 설계하고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할 수는 있으나, 설계된 칩이 제작된 후에 제
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 특허 번호 제5,963,735호에 공개된 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하드웨어 에뮬레이터(emulator), 및 사용자
의 외부 시스템, VLSI 장치, 및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 어뮬레이터는 구성(configuraion) 회로, 로직 분석
기/패턴 발생기,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및 인터페이스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설계 회로와 응용(application) 프로그램이 상주하며, 이에 의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설계 회로를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일련의 처리 과정과 컴파일(compile)을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설계 회로
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별로 비트 스트림 파일(bit stream file)을 생성하고, 
이를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에 각각 써 넣는다. 그리고, 장치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환경을 통
하여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의 동작에 관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장치 또한, 상술한 장치와 마찬가지로 검증하고자 하는 설계의 하드웨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가능한 게
이트 어레이를 구비한다.

    
또한, 그래픽 관련된 활용 예로서 이 장치는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에 구현된 칩의 입력을 인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
로, 및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와 화면 출력용의 모니터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 회로를 사용자가 구
비해 놓고 있어야만 한다. 즉, 하드웨어 에뮬레이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느린 속도의 신호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화면이 출력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와 모니터사이에 인
터페이스 회로를 구비하여 모니터상에 정상적인 화면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종래의 장치는 칩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 사례에 따라 부가적인 적절한 하드웨어 검증 환경이 구비되어
야 하며, 그래픽 관련 설계인 경우에는 별도의 화면 출력용 그래픽 데이터 버퍼링 장치와 모니터를 구비하여야만 출력 
화면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술한 장치와 마찬가지로 칩 설계 단계에서 칩을 설계하고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칩
이 제작된 후에 제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술한 종래의 장치들은 사용자의 검증대상 설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각각의 정형화된 수단을 구비하고, 어떻게 
하면 검증대상의 설계를 동작이 잘되는 형태로 정형화된 수단에 구현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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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기능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검증 대상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각각의 기능 블록별로 효과적인 검증을 해낼 수 있
고, 에러를 발견하기에 적합하며, 효과적으로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알맞는 다양하고
도 통합된 검증용 윈도우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칩 설계시에는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로 사용하고, 칩 제작이후에는 제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 블록들의 오류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윈도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에러를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저장수
단과 상기 칩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및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고 상기 칩으로 인가하기 위한 데이터 인가수단,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그래픽 유
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검증 모드 및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 각각에 해당하는 테스트 
결과를 복수개의 윈도우들의 해당 윈도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윈도우 상호간에 검증을 위한 유기적인 제어를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은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 데이터,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을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한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 그
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상기 설
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는 검증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타겟용 입력 데이터 또는 테스트 벡
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상기 제작된 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인
가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상기 칩으로 
인가하면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교대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모니터(1)와 본체(2)로 구성되고, 본체(2)는 중앙 처리 장치(CPU)(10), 
그래픽 신호 처리 장치(12), 그래픽 메모리(14), 호스트 브릿지(16), 메인 메모리(18), PCI/ISA브릿지(20), 하드 디
스크(22), PCI 장치가 부착되는 슬롯들(24), 및 ISA 장치가 부착되는 슬롯(26)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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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에 나타낸 블록들 각각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PU(10)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호스트 브릿지(16)는 CPU(10), 메인 메모리(18), 
그래픽 신호 처리 장치(12), PCI 슬롯들(24), 및 PCI/ISA 브릿지(20)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 메인 메모리(1
8)는 CPU(10)에 의해서 가져온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과 각종 입출력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그래
픽 신호 처리 장치(12)는 그래픽 메모리(14)와 연결되어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전송되는 그래픽 신호를 그래픽 메모
리(14)에 저장하고, 신호 처리하여 모니터(1)상에 디스플레이한다. PCI 슬롯들(24)은 PCI버스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PCI 슬롯들(24)에는 LAN 카드, 팩스 모뎀 카드 등과 같은 PCI장치가 꽂히게 된다. PCI/ISA 브릿지(20)는 
하드 디스크(22), 메인 메모리(18), 호스트 브릿지, PCI 슬롯들(24), 및 ISA 슬롯(26)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22)는 응용 프로그램 및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슬롯(
26)은 ISA버스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ISA슬롯(26)에는 PCI 슬롯들(24)과 마찬가지로 ISA 버스 규격을 지
원하는 장치가 꽂히게 된다.
    

도1의 블록도에서, PCI 슬롯들(24)과 ISA 슬롯(26)을 편의상 각각 네 개와 한 개로 도시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구비할 수도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구성을 도식화한 블록도로서,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30)과 
인터페이스 수단(32)을 구비한 본체(2), 및 타겟(34)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의 본체(2)의 하드 디스크
(22)에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30)을 설치하고, PCI 버스에 연결된 PCI 슬롯들(24)에 인터페이스 수단(3
2)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3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타겟(34)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드웨어 IP(intellectual property), 프로그램가능한 게
이트 어레이(FPGA), 메모리, 및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MCU; micro control unit)로 구성된다.

도3a에서, FPGA는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자가 설계한 칩의 하드웨어 부분을 구현한 하
드웨어 모델을 말한다. 하드웨어 IP, 메모리, 및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는 범용의 칩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즉, 도3a에 
나타낸 타겟(34)은 범용의 칩인 하드웨어 IP, 메모리,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및 범용의 칩에 의해서 구현이 불가능한 
하드웨어 모델을 FPGA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도3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타겟(34)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디오, 비디오, 텔레컴뮤니케이션, 주변회로, MCU, 롬, 
램, 및 소프트웨어 IP로 구성된다.

즉, 도3b에 나타낸 타겟(34)은 주문자에 주문에 따라 제작된 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은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도3b에 나타낸 오디오, 비디오, 텔레컴뮤니케이션, 주변회로 블록들이 도3a의 하드웨어 IP 또는 FPGA로 구현되는 부
분에 해당되고, 롬과 램은 도3a의 메모리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 IP 부분은 하드웨어 IP로써 구현되는 부분에 해당된
다.

그리고,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드웨어 에뮬레이터(emulator)와 같은 것이 타겟(20)이 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타겟(34)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도3a, b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타겟(20)은 칩 설계시에는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은 범용의 칩과 프로그램가
능한 게이트 어레이로 구성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드웨어 에뮬레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칩 제작이후에는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은 집적화된 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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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인터페이스 수단의 실시예의 블록도로서, 콘넥터1, 2, 3, 4-1, 4-2(
C1, C2, C3, C4-1, C4-2), 메모리1, 2, 3, 4(M1, M2, M3, M4)로 구성된 메모리(40), 제어부(42), 버스 종단 회
로(44), 리셋회로(46), 및 스위치(SW)로 구성되어 있다.

도4에 나타낸 인터페이스 수단은 인터페이스 보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1에 나타낸 본체(2)의 PCI슬롯(24)에 
도4의 48로 표시된 부분이 꽂히게 된다.

도4에 나타낸 블록들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콘넥터1(C1)은 메모리 용량의 확장을 위한 콘넥터로서, 메모리(40)로 연결된 모든 신호를 입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콘넥터1(C1)은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메모리 보드를 연결하거나, 이웃하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
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콘넥터2(C2)는 본체(2)내의 PCI 슬롯들(24)에 여러장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사
용하고자 할 때, 각각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콘넥터3(C3)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핀 
대 신호(pin to signal) 할당에 따라 타겟(20)과 연결되는 신호용으로 사용되는 콘넥터로서, 외부의 타겟 연결 케이블
을 통하여 타겟과 연결된다. 콘넥터3(C3)는 본체(2)의 전면부가 뒷면에 비해서 더 많은 공간이 있으므로, 본체(2)의 
전면부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콘넥터4-1, 4-2(C4-1, C4-2)는 외부의 클럭 발생기 또는 타겟(34)으로부터 입력
되는 기준신호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으로 연결되는 클럭신호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외부의 펄스 발생기(미도시)로 전송되는 제어신호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콘넥터
4-1(C4-1)은 본체(2)의 전면부에 배치하기 위한 전면 배치용이고, 콘넥터4-2(C4-2)는 본체(2)의 후면부에 배치
하기 위한 후면 배치용이다. 또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와 타겟(34)사이 또는 제어부(42)와 주파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와 같은 외부의 계측기(미도시)사이에 연결되는 각종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용도이다. 메
모리(40)는 메모리들(M1, M2, M3, M4)중 2개의 메모리들은 메인 메모리(18)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
된 데이터를 타겟으로 출력하고, 나머지 2개의 메모리들은 타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
이터를 메인 메모리(18)로 출력한다. 리셋 회로(46)는 외부의 리셋 스위치(미도시)에 의해서 리셋 신호를 발생한다. 
버스 종단 회로(44)는 데이터 출력시에는 제어부(42)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버퍼하여 콘넥터3(C3)로 인가하고, 
데이터 입력시에는 콘넥터3(C3)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버퍼하여 제어부(42)로 인가한다. 스위치(SW)는 복수개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이 PCI 슬롯들(24)에 장착되는 경우에 해당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식별 번호를 설정하기 위한 
딥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부(42)는 메인 메모리(18)와 메모리(40)사이, 메모리(40)와 타겟(34)사이, 타겟(3
4)과 메모리(40)사이, 및 메모리(40)와 메인 메모리(18)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한다.
    

    
도5는 도4에 나타낸 제어부의 실시예의 블록도로서, 리셋 처리부(50), 플러그 & 플레이 제어부(52), PCI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 제어부(54), 어드레스 발생부(56), 메모리 제어부(58),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 인터럽트 제어부
(62), 트리거 조건 제어부(64), 클록 제어부(66), 리드-백/JTAG 제어부(68), 병/직렬 변환부(70), 데이터 압축/복
원 제어부(72), 타겟 인터페이스 제어부(74), 버스 종단 회로 제어부(76), 및 글리치(glitch) 검출부(78)로 구성되어 
있다.
    

도5에 나타낸 블록들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리셋 처리부(50)는 제어부(42)의 내부 레지스터들에 대한 초기화 동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다. 리셋 
신호는 외부의 리셋 스위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리셋되거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리셋되거나, 
PCI 버스 시스템에 의해서 리셋되거나, 정상적인 동작 완료에 의해서 마지막 프레임 전송 완료시에 발생된다. 플러그 
& 플레이 제어부(52)는 플러그 & 플레이 동작을 위한 각종 PCI 구성 레지스터들(미도시)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P
CI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 제어부(54)는 각종 PCI관련 신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PCI 버스를 통한 
메인 메모리(18)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사이의 인터페이스 제어를 수행한다. 어드레스 발생부(56)는 
메인 메모리(18)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사이의 데이터 전송시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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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와 타겟(34)사이의 데이터 전송시에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대한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메모리 제어
부(58)는 PCI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 제어부(54) 및 타겟 인터페이스 제어부(74)의 제어신호에 따라 인터페이스 수단
(32)의 메모리(40)를 직접적으로 억세스하여 데이터 전송 동작을 수행한다.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는 데이터 
전송 동작에 따른 인터페이스 수단(32)의 각종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인
터럽트 제어부(62)는 메인 메모리(18)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기 위한 인
터럽트 발생을 제어한다. 트리거 조건 제어부(64)는 로직 분석기의 구현을 위하여 높은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서 동작
하며,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각종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
UI; graphic user interface)에 의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트리거 조건을 전송받은 상태에서 타겟(20)에 대한 입력 신
호와 출력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트리거 조건에 일치하는 위치를 검출한다. 또한, 장치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된 GUI상의 표시 위치를 고려하여 어드레스 발생부(56)와 메모리 제어부(58)에 대한 기준 신호를 발생한다. 클럭 
제어부(66)는 PCI 버스, 외부 클럭 발생기, 및 타겟 등으로부터 클럭신호를 공급받아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내부 클
럭 신호와 외부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클럭 분주 회로와 로직 분석기(logic analyzer)로 사용되는 고속 샘플링 
클럭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위상 동기 루프(PLL; phase locked loop) 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리드-백/JTAG 제어
부(68)는 타겟(34)을 구성하는 FPGA, MCU, 기타 리드-백/JTAG을 지원하는 소자들의 임의의 내부 노드 또는 레지
스터들에 대한 값을 읽어낸다. JTAG에 관한 사항은 IEEE 1149.1에 따른다. GUI의 리드-백/JTAG 관련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리드-백/JTAG 수행 대상 소자들의 내부 노드 또는 레지스터들의 위치 정보, 연속적인 동작
의 수행을 위한 클럭 스텝의 수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 받은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타겟(34)을 구성하는 해당 소자에 
대한 리드-백/JTAG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에 대한 발생과 저장을 제어한다. 병/직렬 변환부(70)는 직렬 데이터를 병
렬로 변환하거나, 병렬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로 변환한다.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
모리(40)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타겟(34)으로 인가할 때 복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타겟(34)으로
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압축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타겟 인터페이스 제어부(74)는 타겟(34)에 대한 데이
터 입출력 동작의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제어를 한다. 버스 종단 회로 제어부(76)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
램의 핀 대 신호 할당 결과를 전달받아 타겟(34)에 대한 연결동작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며, 리셋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
는 버스 종단 회로(44)가 콘넥터3, 4-1, 4-2(C3, C4-1, C4-2)와 버스 종단 회로(44)사이에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하도록 한다. 글리치 검출부(78)는 타겟(34)으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글리치 성분을 검출하고, 글리치 
성분의 위치를 윈도우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글리치가 검출된 지점에서의 클럭 수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
(40)의 어드레스를 별도의 레지스터(미도시)나 메모리(40)에 저장한다.
    

상술한 실시예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은 타겟(34)으로 신호를 인가하는 경우 및 타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저장하는 경우의 두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수단(32)은 타겟(34)으로 신호
를 인가하는 용도만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타겟(34)으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저장하는 용도만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용도를 설정하는 것은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 모니터(1)상에 디
스플레이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PCI슬롯들(24)에 복수개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이 꽂혀져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인터페이스 수단(32)은 
신호 인가용(또는, 패턴 발생기)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 수단(32)은 신호 저장용(또는, 로직 분석기)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인터페이스 수단(32)은 신호 인가 및 저장용(또는,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으로 설정하는 식으
로 각각의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용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딥 스위치(SW)를 이용하여 
식별 번호를 달리하고, 이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GUI상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용도를 달리 설정하는 것이 가능
한다.
    

도6a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듈(94)은 
본체(2)의 CD 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가 장착되는 부분(82)에 장착된다.

컴퓨터 본체(20)는 커버(6)와 전면부의 CD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가 장착되는 부분(82),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가 장착되는 부분(84), 파워 버튼(86), 리셋 버튼(88)으로 이루어지고, 후면부의 슬롯 포트들(80)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메인 보드(4)는 CPU슬롯(92), 메모리 슬롯들(90), PCI슬롯들(24), 및 ISA슬롯들(24)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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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94)은 하우징(HG1), 보드(BD1), 콘넥터들(CB1, CB2, CB3, CB4), 리셋 스위치(RSW), 및 LED 지시기(LED)
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콘넥터3, 4-1(C3, C4-1)은 모듈(94)의 보드(BD1)위의 콘넥터들(CB1, CB2)에 케이블(미
도시)에 의해서 각각 연결된다. 그리고, 콘넥터(CB1)은 보드(BD1)의 신호 라인을 통하여 콘넥터(CB3)에 연결되고, 
콘넥터(CB3)는 케이블(미도시)에 의해서 타겟(34)과 연결된다. 리셋 스위치(RSW)는 보드(BD1)의 신호 라인을 통
하여 콘넥터(CB2)에 연결된다. LED 지시기(LED)는 모듈의 각종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시기(indicator)이다.

도6a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모듈을 이용하여 본체(2)와 타겟(34)과의 연결이 용이하게 된다.

도6b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듈(94)
은 본체(2)의 CD 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가 장착되는 부분(82)에 장착된다.

도6b에 나타낸 실시예의 모듈(96)은 2개의 CD 롬 드라이브가 장착되는 공간에 장착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3개 또는 4개의 CD 롬 드라이브가 장착되는 공간에 장착되게 구성할 수도 있다.

모듈(96)은 하우징(HG2), 백 플레인(BD4), 상, 하부 보드들(BD2, BD3), 상, 하부 보드들(BD2, BD3)에 대칭으로 
장착된 가이드들(GD1, GD2), 모듈의 안쪽 방향으로 백 플레인(BD4)에 배치된 콘넥터들(CB5), 및 모듈의 바깥쪽 방
향으로 백 플레인(BD4)에 배치된 콘넥터들(CB6)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콘넥터들(CB5)과 콘넥터들(CB6)은 백 
플레인(BD4)의 신호 라인들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6b에 나타낸 모듈(96)은 7개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6a에 나타낸 실시예의 모듈보다 보다 많은 수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장착할 수 있으므로, 타겟(34)의 입출력 
단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도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수단(32)을 모듈(96)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메인 보드(4)의 PCI슬롯들
(24)에 인터페이스 수단(32)과 PCI슬롯들(24)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 보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도6c는 인터페이스 수단이 도6b에 나타낸 모듈에 장착될 때 PCI슬롯들(24)에 장착되는 연결 보드의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 보드(PCB1)는 콘넥터들(CB7, CB8)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연결 보드(PCB1)상에는 메인 보드(4)상의 PCI 슬롯에 장착되는 부분(P1)과 콘넥터(CB7)사이의 연결을 위한 신호 
라인들과 외부 신호 연결을 위한 콘넥터(CB8)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콘넥터(CB8)는 도4의 콘넥터4-2(C4-2)
에 상응한다.

도6c에 나타낸 콘넥터(CB7)는 모듈(96)의 콘넥터(CB6)와 케이블(미도시)을 통하여 연결되게 된다.

도6b에 나타낸 다른 실시예의 모듈(96)의 구성에서, 백 플레인(BD4)의 바깥쪽에 장착되는 콘넥터들(CB6)을 하나만 
연결하고, 메인 보드(4)의 PCI, ISA슬롯들에 장착되는 도6c에 나타낸 연결 보드를 PCI, ISA슬롯들중의 하나의 슬롯
에만 장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백 플레인(BD4)의 안쪽에 장착되는 콘넥터들(CB5)이 콘넥터(CB6)에 백 플레인(BD4)의 신호 라인
들을 통하여 공통 연결된다.

도6d는 도6b에 나타낸 모듈에 장착을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실시예의 보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드(PCB
2), 콘넥터들(CB9, CB10), 및 판(P1)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6d에서, 보드(PCB2)상의 구성 부품들과 신호 라인들은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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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d에 나타낸 보드(PCB2)위에 인터페이스 수단(32)을 구성하고, 콘넥터(CB9)가 도6b의 콘넥터(CB5)에 꽂히게 된
다. 도면에서는 콘넥터(CB9)와 콘넥터(CB5)가 꽂히는 것을 나타내었지만, 콘넥터(CB5)를 슬롯의 형태로 하고, 보드
(PCB2)가 슬롯에 장착되는 형태로 구성하여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는, 보드(PCB2)의 콘넥터(CB9)가 필요없게 된다.

도6e는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과의 연결을 위한 모듈의 또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6b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듈(98)은 본체(2)의 CD 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가 장착되는 부분(82)에 장착된다.

    
모듈(98)은 하우징(HG3), 백 플레인(BD7), 상, 하부 보드들(BD5, BD6), 상, 하부 보드들(BD5, BD6)에 대칭으로 
장착되고 분리된 가이드들((GD3-1, GD3-2), (GD4-1, GD4-2)), 모듈의 안쪽 방향으로 백 플레인(BD7)에 배치
된 콘넥터들(CB7), 및 모듈의 바깥쪽 방향으로 백 플레인(BD7)에 배치된 콘넥터들(CB8), 상, 하의 가이드들(GD3-
1, GD4-1)에 장착되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편(FS1, FS2), 고정편(FS1, FS2)에 의해서 고정
되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대(F1), 및 지지대(F2)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편(FS3, FS4)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만, 상부 보드(BD5)와 하부 보드(BD6)에 배치된 가이드들(GD3-1, GD3-2, GD4-1, GD4-2)은 상, 
하부 보드들(BD5, BD6)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우징(HG3)의 상, 하부에 고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콘넥터들(CB5)와 
콘넥터(CB6)는 백 플레인(BD7)의 신호 라인들을 통하여 공통 연결되어 있다.
    

도6e에 나타낸 모듈의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 하의 가이드들(GD3-1, GD4-1)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수단(32)이 장착되고, 상, 하의 가이드들(GD3-2, GD4-
2)을 통하여 타겟(34) 보드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 보드가 장착된다. 고정대(
F1)는 탄성을 가진 철사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상, 하의 가이드들(GD3-1, GD4-1)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수단(32)
이 장착되면 인터페이스 수단(32)을 고정한다. 즉, 고정대(F1)가 홈(H)의 위쪽에 위치하고, 고정대(F1)의 외부 연결 
레바를 홈(H)의 아래쪽으로 눌러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장착한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장착한 후 고정대(F1)
의 외부 연결 레바를 놓으면 고정대(F1)는 홈(H)의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수단(32)에 타겟(3
4) 보드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 보드가 착탈될 때 고정대(F1)에 의해서 인터페
이스 수단(32)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지지대(F2)는 만일 타겟(34)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뒤에 타겟(34)에 에러가 
발생하였으면 타겟(34)의 리드 백, JTAG 노드들에 대한 검침을 하여 디버깅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타겟(34)이 모듈
(98)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면 검침을 수행할 없으므로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겟(34) 보드를 모듈(98)의 
바깥으로 빼내어야 한다. 즉, 지지대(F2)를 앞으로 빼낸 후에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 
보드를 상, 하의 가이드들(GD3-2, GD4-2)에 장착하고, 연결 보드에 타겟(34) 보드를 연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을 연결함으로써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을 컴
퓨터 본체의 커버를 오픈하지 않고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다.

도6f는 본 발명의 모듈의 백 플레인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백 플레인(BD7)은 안쪽에 부착된 
콘넥터들(CB5), 바깥쪽에 부착된 콘넥터들(CB6, CB11, CB12), 및 전원 차단 스위치(PSW)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콘넥터(CB5)와 콘넥터들(CB6)은 도4에 예시된 PCI신호 라인(48), 메모리 확장용으로 사용되는 콘넥터1(C
1)의 신호 라인,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상호간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콘넥터2(C2)의 신호 라인, PCI의 후
면부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하는 용도의 콘넥터4-2(C4-2)의 신호 라인들로 구성되는 신호 라인들(SL) 및 제어신호 
라인(CSL), 및 전원 라인(PL)에 의해서 공통 연결되고, 콘넥터(CB11)는 PC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콘넥터
(CB12)는 테스트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원 차단 스위치(PSW)는 테스트시에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
겟(34)과의 데이터 입출력시에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하에 콘넥터(CB9)로부터 인가되는 PC용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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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f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테스트용 전원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PC용 전원에는 리플(ripple) 노이즈 및 그
라운드(ground) 노이즈 등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한 전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이 패턴 발생기 및/또는 로직 분석기로 사용되는 경우에 메인 메모리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까지는 콘넥터(CB11)를 통하여 인가되는 PC용 전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인
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이 제어신호 라인(CSL)으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전원 차단 스위치(PSW)를 오프함으로써 PC용 전원은 차단되고, 콘넥터(CB12)를 통하여 안정된 테스트용 
전원만이 전원 라인(PL)으로 인가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과의 데이터 입출력 동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이 제어신호 라인(CSL)으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전원 차단 스위치(PSW)를 온함으로써 
콘넥터(CB11)를 통하여 공급되는 PC용 전원이 다시 전원 라인(PL)으로 연결된다.
    

도6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백 플레인(BD7)을 구성하여 테스트시에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용 전원을 인가함으로써 안정
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7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른 본체(2) 내부의 동
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장치 사용자가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10)는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응용 프로
그램을 도8에 나타낸 메인 메모리(18)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 영역으로 가져오고, 그래픽 신호 처리 장치
(12)를 통하여 도9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실시예의 GUI를 디스플레이한다(제100단계).

장치 사용자가 GUI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각종 변수들에 대한 초기값 설정, 사용자 지정 변수, 및 관련 변수의 내용
을 지정한다(제110단계).

    
제110단계에서, 도4에 나타낸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콘넥터3, 4-1(C3, C4-1)의 각 핀에 대한 신호를 할당한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의 각각의 프레임 버퍼 크기를 결정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청크 메모리(chunk memory)의 크
기를 결정한다. 타겟으로 입력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파일 또는 테스트 벡터를 저장한 하드 디스크(22)의 파일을 지정
하고, 타겟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22)의 파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온-라인(on-lin
e) 또는 오프-라인(off-line) 모드를 지정한다. 온-라인이란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니터(1)상에 바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이란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
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니터(1)상에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하드 디스크(22)의 지정된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온-라인 모드와 오프-라인 모드를 지정하여 동작의 결과를 모니터(1)로 디스플레이하고 하드 디스크(22)로 
저장하는 동작도 가능하다.
    

    
그리고, 장치 사용자가 GUI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동작 모드를 설정한다(제120단계). 동작 
모드에는 검증 모드, 및 테스트 모드가 있다. 검증 모드에서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신호 인가용, 신호 저장용, 또는 
신호 인가 및 저장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지정된 입출력 파일 또는 테스트 벡터 파일을 타겟으로/로부
터 끊임이 없이 연속적으로 인가/저장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테스트 모드에서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을 패
턴 발생기, 로직 분석기, 또는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타겟(34)에 대한 한 프레
임 단위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GUI의 메뉴 항목에 의해서 설정된 초기화 값에 따라서 초기화 동작을 수행한다(제130단계). 즉, 인터페이스 수단(32)
으로 초기화 값을 전송하고, 동작의 시작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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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의 메뉴 항목에 의해서 설정된 초기화 값 및 동작 모드에 따라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의 내부 레지스터들
의 값을 설정한다(제140단계).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의 내부 레지스터들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스위
치(SW)에 의해서 설정된 식별 번호, PCI 버스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메인 메모리(18)와 인터페이스 수단(
32)사이의 신호 전송 방향, 억세스되는 메모리, 전송 요구를 위한 인터럽트, 전송 완료를 위한 인터럽트, 속도 모니터
링 값, 프레임 크기 변경, 마지막 프레임 전송에 대한 정보, 및 리셋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은 PCI버스를 통하여 CPU(10)로 인터럽트를 발생한다(제150단계).

CPU(10)는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왔는지를 판단한다(제160단계). 만일 인터럽트가 발생되
지 않았으면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으면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
부(42)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의 내부 레지스터들의 값을 읽어서 도7에 나타낸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
태 레지스터 영역에 저장한다(제170단계).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에 설정된 값에 따라서 동작 수행을 위한 항목들을 체크한다
(제180단계).

CPU(10)는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의 값을 읽었다는 인식(acknowledge) 신호를 보낸다
(제190단계).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에 설정된 값이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
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제200단계).

만일 제200단계를 만족하면,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에 저장된 값이 지정하는 인터페
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메모리들(M1, M2, M3, M4)중의 하나로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
장된 데이터를 전송한다(제210단계).

만일 제210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60)가 지정하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메모리들(M1, M2, M3, M4)중의 하나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으로 전송한다(제220단계).

1프레임 전송 완료에 따라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제어부(60)의 내부 레지스터들
의 값을 업데이트한다(제230단계).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의 내용을 윈도우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메인 메모리(18)의 청
크 메모리 영역으로 이동한다(제240단계).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청크 메모리의 내용을 그래픽 신호 처리장치(12)에 의해서 신호 처리하여 GUI의 지정
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한다(제250단계).

CPU(10)는 메인 메모리(18)의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 및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범용 상태 레지스
터(60)에 마지막 프레임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제260단계).

만일 제260단계를 만족하면 동작을 종료하고, 만일 제260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제150단계로 진행한다.

도8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른 본체(2) 내부의 메모리 영역의 할당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본 발명의 메인 메모리(18)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 영역, 프레임 버퍼 영역, 청크 메모리 영역, 및 
범용 상태 레지스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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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 도1의 모니터(1)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실시예의 G
UI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발명의 GUI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뉴 항목들을 구비하고, 
다양한 윈도우를 제공한다.

    
도9에 나타낸 실시예의 GUI환경에는 일반적인 용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파형(waveform) 윈도우, 디스트리뷰션(d
istribution) 윈도우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발명의 GUI환경은 오디오 블록을 위한 파형 윈도우, 비데오 블록을 위한 
실제의 이미지 디스플레이 윈도우, 텔레컴뮤니케이션 블록을 위한 스펙트럼 윈도우, MCU 블록을 위한 MDS(micropr
ocessor development system)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윈도우, 임의의 버스 신호들간의 동작 관계 분석을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상의 배치를 나타내는 윈도우, 주변 계측기들의 상태(예를 들면, 출력 설정전압, 오프셋 전압, 출력 설
정 주파수, 듀티 비율(duty ratio) 등)를 표시하기 위한 윈도우, 임의의 파형 발생을 표시하기 위한 윈도우, 및 디지털 
로직의 동작 분석 및 디버깅 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로직 분석기의 환경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의 GUI는 타겟(34)을 구성하는 각 블록들의 에러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윈도우 환경을 제공하고, 검증을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부 전원공급장치 및 주파수 발생장치(function generator) 등을 동일한 PC 모니터상에서 제
어할 수 있는 윈도우 환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칩 설계 검증기로 뿐만아니라 칩 테스트 장치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수단(32)이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칩 테스트 장치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테
스트 벡터를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테스트 벡터의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테스트 벡터의 용
량이 큰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용량도 커져야 한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
에 의해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의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메모리의 용량의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인터페이스 수단(32)에 메모리에 압축된 데이터
를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하여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
장하고, 이 압축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저장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은 제어부
(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타겟(34)으로 전송한다. 역으로, 타겟(34)
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되어 
메모리(40)로 저장되고, 이 압축된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장되고,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
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원되어 GUI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데이터 압축 및 복원 방법을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0은 본 발명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실시예의 테스트 벡터를 구성하는 데이터 로직 상태를 나타내는 심볼(코드) 
및 심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도10의 테이블에서, 심볼 0는 코드 000을 나타내고 입력 로우(input low)를 의미하고, 심볼 1은 코드 001을 나타내
고 입력 하이(input high)를 의미하고, 심볼 L은 코드 010을 나타내고 출력 로우(output low)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볼 H는 코드 011을 나타내고 출력 하이(output high)를 의미하고, 심볼 S는 코드 100을 나타내고 약한 로우(wee
k low)를 의미하고, 심볼 T는 코드 101을 나타내고 약한 하이(week high)를 의미하고, 심볼 Z는 코드 110을 나타내
고 하이 임피이던스(high impedance)를 의미하고, 심볼 X는 코드 111을 나타내고 unknow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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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체(2)의 하드 디스크(22)에는 도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태의 테스트 벡터가 저장되게 된다.

도11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택된 입력 파일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되어 전송되
는 경우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것으로, 1비트의 플래그(FLAG), 3비트 또는 4비트의 런 랭스(RUN LENGTH), 코
드(CODE), 및 런(RUN) 데이터로 구성된다.

도11에서, 플래그(flag)는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거나 미리 정의된 가장 빈도가 높은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0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정의된 가장 빈도가 높은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란 
도10의 테이블에서,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L에서 H로, H에서 L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런 랭스는 데이터 포맷의 마지막에 구성되는 런의 길이를 결정하는 값으로, 벡터를 구성하는 IO신호의 개수가 127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3비트가 할당되고, 127을 넘는 경우에는 4비트가 할당된다.

코드는 도10에 나타낸 로직 상태의 코드로서, 플래그에 의해서 코드의 길이가 결정된다. 플래그가 0인 경우에는 코드의 
길이가 1비트가 되며, 이때, 코드가 0인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코드가 1인 경우에는 로직 상태
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플래그가 1인 경우에는 코드의 길이가 3비트이고, 도10의 테이블에 나타낸 8개의 코드
중의 하나를 표기한다.

런은 지정된 로직 상태의 반복 횟수를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는 도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8개의 상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서 본체(2)의 하드 디스크(22)
와 같은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검증 또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력 파일이 선택되면, 소프트웨어적
으로 데이터가 압축되어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장되고,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
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로 저장된다.

도12과 도13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2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실시예의 테스트 벡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A에서 T까지의 20개의 입력 데이터가 시간(
t)의 변화에 따라 각 신호의 로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도13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압축되어 
도11의 데이터 포맷에 의해서 전송된다.

도13은 도12에 나타낸 입력 데이터의 로직 상태 및 런과 도11에 나타낸 데이터 포맷으로 테스트 벡터의 압축된 입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12의 테이블의 첫 번째 행의 데이터의 로직 상태 및 런은 도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H(5)L(2)0(3)1(2)0(1)1(5)X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H(5)는 도11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 1_011_011_101로 부호화되고, L(2)는 1_010_010_1
0로 부호화되고, 0(3)은 1_010_000_11로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부호화하게 되면 도13의 테이블
에 나타낸 첫 번째 압축된 입력 데이터와 같이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그리고, 도13의 테이블의 두 번째 데이터의 로직 상태 및 런은 도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o(2)0(2)1(3)o(8)0(1)o(4)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두 번째 데이터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첫 번째 입력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는 아래의 3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o; 플래그 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로직 상태의 변환가 없는 코드가 0인 경우0; 플래그 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로직 상
태의 변화가 있는 코드가 1인 경우1; 플래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코드가 도9에 나타낸 8개의 상태들중의 하나의 값
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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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12의 테이블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데이터중 데이터(A, B)는 HH에서 HH로 유지되었으므로 o(2)로 나타
내어지며, 데이터(C, D)는 HH에서 LL로 변화되었으므로 0(2)로 나타내어진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입력 데이
터의 로직 상태 및 런을 표시하면 도13의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타내어지며, 또한, 이 데이터를 도11에 나타낸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면 도13의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은 압축된 입력 데이터로 나타내어진다.

세 번째, 네 번째 입력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도13의 테이블에 나타낸 로직 상태 및 런과 압축된 입
력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 GUI상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하드 디스크(22)에 저
장된 입력 파일이 선택되고 데이터 압축 모드가 지정되면, 입력 파일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입력 데이터가 상
술한 바와 같은 데이터 압축 방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되어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된다.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은 압축 방법을 역으로 수행하면 됨으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술한 테스트 벡터의 압축 방법은 테스트 벡터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
이터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도7의 110단계에서 콘넥터 3을 통하여 연결되는 
입출력된 각각에 대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지정이 각 핀의 신호명과 함께 정의가 된 상태에서는 압축된 테스
트 벡터를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로 분리하여 별도의 파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에 대한 타겟의 오동작 검증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는 메
모리(40)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복원 방법에 따라 하드웨어적으로 복원하여 입력 데이터는 타겟(34)으로 인가하
고, 출력 데이터는 트리거 조건 제어부(64)를 통하여 타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비교동작을 수
행하여 비교 결과가 미스매치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의 해당 어드레스를 메모리로 저장하고, 연속되는 미스매치를 
카운트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방법은 미스매치 결과를 나타내는 해당 어드레스와 미스매치 카운트가 사용자가 지
정한 카운트에 다다르면 더 이상의 비교동작은 수행하지 않는다.
    

    
후자에 대한 타겟의 오동작 검증방법으로, 하드 디스크(22)상의 압축된 입력 테스트 벡터는 메인 메모리(18)를 통하
여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로 전송되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
72)는 메모리(40)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복원 방법에 따라 하드웨어적으로 복원하여 타겟(34)으로 인가하고, 타
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는 상술한 데이터 압축방법에 따라 하드웨어적으로 압축되어 메모리(40)에 저장된다. 
메모리(40)에 저장된 압축된 출력 데이터는 다시 메인 메모리(18)로 전송되어, 미리 메인 메모리(18)에 저장되어 있
던 출력 테스트 벡터와 비교된다.
    

테스트 벡터를 압축하는 다른 실시예로서, 메인 메모리(18)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
(7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입력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메모
리(M1, M2)에 저장하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M1, M2)에 저장된 입력 데이터를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
(72)에 의해서 압축하여 메모리(M3, M4)에 저장하고, 메모리(M3, M4)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18), 및 하
드 디스크(22)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타겟(34)의 입력 데이터 파일 또는 테스트 벡터 파일이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하
여 미리 하드 디스크(22)상에 압축되어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파일을 읽고 저장하는데 있어 하드 
디스크(22)의 억세스 타임을 데이터 압축비만큼 줄일 수 있다. 이때, 타겟(34)과의 연결은 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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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메인 메모리(18)와 인터페이스 수단(32)사이의 데이터 전송시에 데이
터를 압축하여 전송하게 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크기가 큰 테
스트 벡터가 압축되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메모리(40)에 큰 크기의 테스트 벡터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을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크기를 갖는 메인 메모리(1
8)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도14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설계 검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로서, 타겟(34)의 본
격적인 검증 단계를 수행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갖는 형태로 준비된 테스트 벡터
를 이용하여 타겟(34)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델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타
겟 일치화(tune up)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압축된 테스트 벡터를 준비하는 방법과 검증 방법으로는 상술한 후자의 
방법에 의하며 그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1)상에 GUI환경을 디스플레이한다(제300단계).

GUI환경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각종 변수들에 대한 초기값 설정, 사용자 지정 변수, 및 관련 변수의 내용을 지정한다
(제310단계).

GUI환경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동작 모드를 검증 모드로 설정한다(제320단계). 즉, 인터페이스 수단(32)을 신호 인
가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신호 저장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신호 인가 및 저장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한다.

제300단계에서 제320단계까지의 과정은 도7에 나타낸 제100단계에서 제120단계까지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됨으로써 상세한 설명은 도7의 설명을 참고로 하기 바란다.

GUI의 메뉴 항목을 이용하여 테스트 벡터 파일을 지정한다(제330단계). 즉, 테스트 벡터 파일이 선택되면 윈도우상에 
벡터 파일이 디스플레이된다.

GUI를 이용하여 윈도우상에 로드된 벡터 파일에 대하여 비교 시작 위치 및 조건을 지정한다(제340단계). 즉,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지정하거나 비교를 시작하기 위한 특정 신호의 위치의 값, 또는 일치시키려는 패턴을 지정한다.

테스트 벡터를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를 통하여 타겟(34)으로 프레임 단위로 인가하고, 타겟(34)으로부
터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를 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와 기대치 데이터를 비교한다(제350단계).

CPU(10)는 타겟(34)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와 기대치 데이터를 비교하여 비교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제
360단계).

만일 비교 결과가 일치하면, 마지막 프레임인지를 판단한다(제370단계).

제370단계의 판단 결과를 만족하면 동작을 종료하고, 제370단계의 판단 결과를 만족하지 않으면 제350단계로 진행한
다.

제360단계의 판단 결과, 비교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CPU(10)는 비교 시작 위치/조건으로부터 처음으로 나타나는 
미스매치 위치를 찾아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제380단계). 즉, GUI의 윈도우상의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GUI를 이용하여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직전의 근접 위치에 해당하는 조건을 트리거 조건을 설정한다(제390단계). 트리
거 조건으로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직전의 근접 위치의 테스트 패턴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트
리거 조건 제어부(64)에 저장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설계된 칩이 MCU 및 롬을 구비하고 있고, 롬의 명령어 수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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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디버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롬 코드를 생성한 동일한 어셈블리 코드를 GUI로 로드하여 
의심이 되는 부분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브레이크 포인트(brake-point)를 설정한다. 이때,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된 
어드레스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트리거 조건 제어부(64)에 저장한다.
    

테스트 벡터를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를 통하여 타겟(34)으로 프레임 단위로 인가하고, 인터페이스 수단
(32)의 트리거 조건 제어부(64)는 타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트리거 조건을 비교한다(제400단계).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트리거 조건 제어부(64)는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였는지를 판단한다(제410단계).

또한, 제410단계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트리거 조건 제어부(64)는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
로 인가되는 롬의 어드레스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된 어드레스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제410단계의 판단 결과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였으면 인터페이스 수단(32)은 클럭 제어부(66)로부터 타겟(34)으로 
인가되는 클럭신호의 입력을 중지한다(제420단계).

또한, 제410단계의 판단 결과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된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클럭 제어부(
66)로부터 타겟(34)으로 인가되는 클럭신호의 입력을 중지한다.

디버깅(debugging)을 위하여 지켜보아야 할 리드-백/JTAG 노드들, 내부 검침 노드들, 및 외부 검침 노드들에 관련된 
신호들에 대한 지정을 수행한다(제430단계).

GUI를 이용하여 한번의 클럭신호 인가 동작으로 타겟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데이터의 클럭 스텝 수를 설
정한다(제440단계).

설정된 횟수 만큼의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타겟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GUI에 디스플레이한다(제450단계).

예를 들어, GUI에서 클럭 스텝 수를 5로 설정하였다면, 인터페이스 수단(32)의 클럭 제어부(66)로부터 출력되는 5번
의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타겟(34)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모두 저장되면 
메모리(40)에 저장된 데이터가 GUI에 디스플레이된다.

에러 위치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에러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제440단계 및 제450단계의 동작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고, 에러 위치에 도달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제460단계).

에러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미스매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에러의 원인을 분석한다(제470단계).

에러의 원인이 발견되었는지를 판단한다(제480단계).

제480단계의 판단 결과의 에러의 원인이 발견되었으면 타겟(34)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수정한다(제49
0단계).

즉, 에러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모델인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에 있었다면 해당 원인을 포함
하고 있는 블록을 수정하여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위한 비트 스트림 파일을 다시 생성하여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재프로그램한다. 그리고, 만일 에러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모델인 롬 코드에 문
제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어셈블리 코드를 수정하여 롬 코드를 업데이트한다.

만일 제480단계의 판단 결과 에러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리드-백/JTAG 노드들, 내부 검침 노드들, 외부 검침 
노드들에 관련된 신호들에 대한 추가 지정을 수행하고, 제350단계로 진행한다(제50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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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를 이용하여 타겟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
작 흐름도로서, 도14에 나타낸 타겟 일치화(tune up) 과정을 거친 뒤에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본 과정의 수
행을 통하여 타겟의 동작 여부를 살펴본 뒤에 디버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제600단계에서 제620단계까지의 과정은 도14에 나타낸 제300단계에서 제320단계까지의 과정과 동일하다.

제620단계 수행 후에 GUI를 이용하여 입력 파일(즉, 타겟(34)의 입력 핀들로 입력할 파일)과 출력 파일(즉, 타겟(34)
의 출력 핀들로부터 얻어지는 파일)을 지정한다(제630단계).

GUI를 이용하여 출력 파일의 저장 또는 디스플레이 시작 조건을 지정한다(제640단계).

인터페이스 수단(32)을 통하여 입력 파일을 프레임 단위로 인가하고, 타겟(34)의 출력은 여러가지 지정된 조건에 따
라서 타겟(34)의 각 구성 요소별 동작 검증을 위한 윈도우상에 결과를 디스플레이한다(제650단계).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제660단계).

만일 제660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타겟(34)의 구성요소별 동작 결과가 양호한지를 판단한다(제670단계).

만일 제670단계를 만족하면 마지막 프레임인지를 판단한다(제680단계). 만일 마지막 프레임이면 동작을 종료하고, 마
지막 프레임이 아니면 제650단계로 진행한다.

만일 제660단계를 만족하면 트리거 위치에서 타겟(34)의 동작을 멈추고 트리거 위치를 해당 윈도우의 화면상에 표시
한다(제700단계).

만일 제670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동작이 양호하지 않은 윈도우나 상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윈도우상에서 오동작 
근접 위치에 소프트웨어적인 트리거 조건을 설정하거나 또는 인접한 인터페이스 보드의 동작 모드를 로직 분석기 모드
로 전환하여 하드웨어적인 트리거 조건을 설정한다(제690단계).

제710단계에서 제780단계까지의 과정은 도14에 나타낸 제430단계에서 제500단계까지의 과정과 동작이 동일하다.

도14, 15에 나타낸 동작 흐름도에서 GUI환경과 인터페이스 수단(32)사이의 동작은 상술한 도7의 동작을 참고로 하기 
바란다.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칩 설계 검증 모드시에 메인 메모리(18), 인터페이스 수단(32), 및 타겟(3
4)사이의 데이터 전송시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출력된다.

도16a, b, c는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메인 메모리(18), 인터페이스 수단(32), 및 타겟(34)사이의 
실시예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페이스 수단(32)이 신호 인가 및 저장용으로 지정된 경우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수단(32)의 4개의 메모리(M1, M2, M3, M4)중 2개의 메모리(M1, M2)는 메인 메모리(18)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인가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되고, 2개의 메모리(M3, M4)는 타겟(34)으
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인가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것이다.

도16a, b, c에 나타낸 데이터 전송 방법은 GUI의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가 선
택되고 데이터 압축 항목이 지정되면 하드 디스크(22)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되어 메인 메모
리(18)의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수
단(32)의 메모리(M1, M2)에 교대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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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
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메모리(M1, M2)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를 교대로 복원하여 전송하고, 타겟(34)
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내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
72)에 의해서 데이터를 압축하여 메모리(M3, M4)에 압축된 데이터를 교대로 저장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수단(32)
으로부터 메인 메모리(18)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메모리(M3, M4)에 저장된 데이터가 교대로 메인 메모리(
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장되고, 프레임 버퍼 영역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원되어 메인 메
모리(18)의 청크 메모리 영역으로 저장된다.
    

도16a는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으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
으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동일한 경우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16a에서, 가로 및 세로로 빗금친 데이터는 각각 압축된 데이터로서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
로 전송되는 데이터(P2S), 및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메인 메모리(18)로 전송되는 데이터(S2P)를 나타낸다. 
그리고, 점 또는 해칭을 하지 않은 데이터는 각각 복원된 데이터로서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으로 전
송되는 데이터(S2T), 및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는 데이터(T2S)를 나타낸다.

    
첫 번째 구간(①)에서,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는 압축된 데이터가 메모리(M1)에 저
장된다. 두 번째 구간(②)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M1)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도4에 나타낸 인터페이
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복원되어 타겟(34)으로 전송됨과 동시에 타겟(
34)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고,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
되는 압축된 데이터가 메모리(M2)에 저장된다. 타겟(34)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
(40)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되어 메모리(M3)에 저장된다. 세 번째 구간(③)에서, 메모리(M
3)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18)로 전송되고, 메모리(M2)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수단
(32)의 제어부(40)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복원되어 타겟(34)으로 전송됨과 동시에 타겟(34)으로
부터의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고, 이 데이터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0)의 데이터 압축
/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되어 메모리(M4)에 저장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메인 메모리(1
8)로 압축된 데이터가 전송된 후,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M1)에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전송되는 압축된 데
이터가 전송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간(④, ⑤, ⑥)에서도 인터페이스 수단
(32)으로부터 타겟(34)으로,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데이터가 끊임이 없이 연속적으로 전송된
다.
    

도16b는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
으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빠른 경우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구간(①)에서,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는 압축된 데이터가 메모리(M1)에 저
장된다. 두 번째 구간(②)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M1)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도4에 나타낸 인터페이
스 수단(32)의 제어부(42)의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복원되어 타겟(34)으로 전송됨과 동시에 타겟(
34)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된다. 이때,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
된 데이터는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되어 메모리(M3)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메인 메모리(18)로
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되는 압축된 데이터가 메모리(M2)에 저장된다. 메모리(M3)의 저장 동작이 완료
됨과 동시에 압축된 데이터는 메모리(M4)에 저장되기 시작하고, 메모리(M3)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
(18)로 전송된다. 이때,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서 압축되어 
메모리(M4)에 저장 완료됨과 동시에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부(72)에 의해
서 압축되어 메모리(M3)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이때, 메모리(M4)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18)로 전송
된다. 만일 메모리(M3)의 데이터 저장 동작이 수행되는 도중에 메모리(M1)의 압축 데이터가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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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72)에 의해서 복원되어 타겟(34)으로 전송되는 동작이 완료되면, 메모리(M2)의 데이터가 데이터 압축/복원 제어
부(72)에 의해서 복원되어 타겟(34)으로 인가되기 시작하고, 메모리(M1)는 메인 메모리(18)로부터 전송되는 압축 
데이터를 저장한다.
    

세 번째, 네 번째 구간(③, ④)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은 동작을 수행함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송된다.

도16c는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인터페이스 수단(32)로부터 타겟(34)으
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느린 경우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도16a, b의 설명을 참고로 하면 쉽
게 이해될 것이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부터 타겟(34)으로의 데이터 전송속도와 
타겟(34)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다른 경우에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도16a, b, c에 T1, T2, T3로 표시한 시간은 속도 마아진(speed margin)을 나타내는 것으로, 메인 메모리(18)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으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시점이거나 인터페이스 수단(32)에서 메인 메모리(18)로 데이터 전
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응하는 메모리의 현재 어드레스를 검출함에 의해서 동작이 수행되는데, CPU(10)가 속도 마아
진(T1, T2, T3)을 모니터링함에 의해서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사이에 최적으로 동작 가능한 속도를 자동
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즉, CPU(10)가 인터페이스 수단(32)내의 제어부(42)의 클럭 제어부(66)를 제어함에 의해서 
동작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17은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의 칩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로서, 도14에 나타낸 방
법과 마찬가지로 타겟(34)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델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의 동작 흐름도이다.

    
제800단계에서 제840단계까지의 동작은 도14에 나타낸 제300단계에서 제340단계까지의 동작과 동일하다. 그러나, 
제810단계에서, 초기값으로 프레임 버퍼의 크기를 지정할 때, 테스트 벡터의 크기에 따라 메인 메모리(18)의 프레임 
버퍼 영역의 크기와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프레임 버퍼 영역의 크기를 달리 지정한다. 그리고, 인터페
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의 크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콘넥터1에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와 동일한 메
모리들(M1, M2, M3, M4)을 구비한 메모리 보드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웃하는 인터페이스 수단(
32)의 메모리(40)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때, 메모리(40)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제어부(42)는 메모리
(40)와 전기적인 절연 상태로 있게 된다.
    

또한, 제820단계에서,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동작 모드를 설정할 때 패턴 발생기, 로직 분석기, 또는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로 설정한다.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40)에 테스트 벡터 파일을 이루는 입력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후, 인터페이스 수단(3
2)의 메모리(40)에 저장된 데이터를 타겟(34)으로 인가하고, 타겟(34)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기대치 데이터를 
비교한다(제850단계).

즉, 칩 테스트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수단(32)의 메모리에 테스트 벡터 파일을 이루는 입력 데이터를 모
두 저장한 후, 타겟(34)인 칩의 동작 속도에 맞추어 인터페이스 수단(32)과 타겟(34)사이에 데이터가 전송된다. 따라
서, 칩의 동작 속도가 고속인 경우에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된다.

비교 결과가 일치하였는지를 판단한다(제860단계).

만일 비교 결과가 일치하였으면 마지막 테스트 벡터인지를 판단하여 마지막 테스트 벡터이면 동작을 종료한다(제87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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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마지막 테스트 벡터가 아니면 제830단계로 진행한다.

제860단계의 판단결과 비교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면 비교 시작 위치/조건이후의 첫 번째 미스매치 에러를 찾는다(제
880단계).

그리고, 장치 사용자는 테스트 벡터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신호에 대한 샘플링 위치를 변경하여 테스트 벡터를 업
데이트하고 제830단계로 진행한다(제890단계).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칩 설계 검증시에는 인터페이스 수단을 신호 인가 및 저장용으로 설정하여 테
스트 벡터 파일 또는 입력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하여 타겟으로 연속적으로 입력하고, 타겟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칩 테스트시에는 인터페이스 수단
을 패턴 발생기 및 로직 분석기로 설정하여 테스트 벡터 파일을 인터페이스 수단에 저장하여 두고 인터페이스 수단과 
타겟사이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는 PCI 신호 버퍼로서도 응용가능하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은 첫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칩 설계시에는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에러를 디버깅할 수 있는 검증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칩 제작 이후에는 제작된 칩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은 인터페이스 수단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
하고 저장하므로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장치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세째,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은 GUI를 이용하여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 블록들의 에러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장치 사용자가 해당 기능 블록의 에러를 용이
하게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본 발명은 기존의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CI 슬롯에 인터페이스 보드를 장착함으로써 칩 설계 검
증 및 테스트 장치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본 발명의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및 방법은 에러를 디버깅시에 인터페이스 수단을 로직 분석기로 설정하
여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클럭 스텝 수에 따라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디버깅을 수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 파
일,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칩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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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고 상기 칩으로 인가하기 위한 데이터 
인가수단;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
스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검증 모드 또는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 각각에 해당하는 결과를 복수개의 윈도우들의 해당 윈도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
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2메모리를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3, 4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및 검증 테스트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 이루는 데이터를 소정 단위로 나누어서 상기 제1, 2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면
서, 상기 제1, 2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칩으로 교대로 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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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스트 모드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제1, 2메모리에 모두 저장한 후, 상기 제1, 2메모리에 저
장된 데이터를 상기 칩으로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에는

상기 칩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3, 4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면서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
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교대로 출력하고,

상기 테스트 모드에는

상기 칩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하면서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그래
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할 때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
해서 압축하여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송할 때 상기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칩으로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압축/복원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의 
데이터 압축/복원 수단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상기 저장수단으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
트 장치.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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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으로부터 상기 칩으로의 데이터 전송과 상기 칩으로부터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
치.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
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모니터링함에 의해서 상기 인터페이
스 수단과 상기 칩사이의 동작 속도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에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칩의 동작을 중지하고, 처음으로 나타난 미스매치 위치를 찾아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전의 근접 위치에 해당하는 조건을 트리거 조건으
로 설정하고,

상기 칩으로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을 비
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면,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클럭 스텝 수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클럭 스텝 수만큼 상기 데이터 저장수
단에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5.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 파
일,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 및 상기 테스트 벡터를 로드하기 위한 메
인 메모리; 및

 - 24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상기 메인 메모리와 상기 칩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칩에 대한 동작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모
드에 따른 동작을 수행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테스트 결과를 상기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 각각의 블록에 해당하는 윈도우
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이

상기 메인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고 상기 칩으로 인가하기 위한 데이
터 인가수단;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
스트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메인 메모리와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메인 메모리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2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및 테스
트 장치.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3, 4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소정 단위로 나누어서 상기 제1, 2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
고, 상기 제1, 2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칩으로 교대로 인가하고,

상기 테스트 모드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제1, 2메모리에 모두 저장한 후, 상기 제1, 2메모리
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칩으로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및 테스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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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에는

상기 칩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3, 4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면서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
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교대로 출력하고,

상기 테스트 모드에는

상기 칩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하면서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그래
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할 때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
해서 압축하여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기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칩으로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압축/복원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의 
데이터 압축/복원 수단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상기 저장수단으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
트 장치.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으로부터 상기 칩으로의 데이터 전송과 상기 칩으로부터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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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
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모니터링함에 의해서 상기 인터페이
스 수단과 상기 칩사이의 동작 속도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에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칩의 동작을 중지하고, 처음으로 나타난 미스매치 위치를 찾아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전의 근접 위치에 해당하는 조건을 트리거 조건으
로 설정하고,

상기 칩으로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을 비
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면,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클럭 스텝 수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클럭 스텝 수만큼 상기 데이터 저장수
단에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상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보드 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컴퓨터내의 PCI 슬롯에 꽂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칩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 모듈을 구비하고, 상기 연결 모듈을 상기 컴
퓨터의 본체의 전면부에 장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장치.

청구항 30.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 파
일, 및 테스트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을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한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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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상기 설계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는 검증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상기 제작된 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 및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교대로 상기 칩으로 인가하
면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교대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검증 모드 및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검증 모드 및 테스트 모드를 수행함에 의해서 상기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 각각에 해당하는 결과를 복수개의 윈도
우들의 해당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상기 칩으로 인가하는 경우에 상기 
입력 파일 또는 상기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인가수
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칩으로 인가하는 단계;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으로부터 상기 칩으로의 데이터 전송과 상기 칩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으로의 데이터 전
송이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검증 모드시에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모니터링함에 의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칩사이
의 동작 속도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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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에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칩의 동작을 중지하고, 처음으로 나타난 미스매치 위치를 찾아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전의 근접 위치에 해당하는 조건을 트리거 조건으
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칩으로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을 비
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면,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클럭 스텝 
수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클럭 스텝 수만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

청구항 37.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을 구비한 설계된 칩 및 제작된 칩의 동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및 입출력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칩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 및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입출력 파일의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인가수단; 및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의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검증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복수개의 기능 블록들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결과를 복수개의 윈도우들의 해당 윈도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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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
증 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2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의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3, 4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
계 검증 장치.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은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테스트 벡터를 이루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소정 단위로 나누어서 상기 제1, 2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면서, 상기 제1, 2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칩으로 교대로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은

상기 칩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제3, 4메모리에 교대로 저장하면서 상기 제3, 4메모리에 저장된 데
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교대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4.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할 때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압축하여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송할 때 상기 압축/복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5.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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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칩으로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압축/복원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
치.

청구항 46.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으로부터 상기 칩으로의 데이터 전송과 상기 칩으로부터 상기 데
이터 저장수단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7.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상기 저장수단과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데이터 인가수단과 상기 칩, 상기 칩과 상기 데이
터 저장수단, 및 상기 데이터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모니터링함에 의해서 상기 인터페이
스 수단과 상기 칩사이의 동작 속도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8.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에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칩의 동작을 중지하고, 처음으로 나타난 미스매치 위치를 찾아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전의 근접 위치에 해당하는 조건을 트리거 조건으
로 설정하고,

상기 칩으로 상기 입력 파일을 이루는 데이터를 인가하고,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을 비
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설계 검증 장치.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모드에서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트리거 조건이 일치하면,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클럭 스텝 수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클럭 스텝 수만큼 상기 데이터 저장수
단에 상기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칩 설계 검증 장치.

 - 31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도면 1

 - 32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2

 - 33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3a

 - 34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3b

 - 35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4

 - 36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5

 - 37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a

 - 38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b

 - 39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c

 - 40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d

 - 41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e

 - 42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6f

 - 43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7a

 - 44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7b

 - 45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7c

 - 46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8

 - 47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9

 - 48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0

도면 11

 - 49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2

 - 50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3

 - 51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4a

 - 52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4b

 - 53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4c

 - 54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5a

 - 55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5b

 - 56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5c

 - 57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6a

 - 58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6b

 - 59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6c

 - 60 -



공개특허 특2001-0110048

 
도면 17

 - 6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도면6e
	도면6f
	도면7a
	도면7b
	도면7c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a
	도면14b
	도면14c
	도면15a
	도면15b
	도면15c
	도면16a
	도면16b
	도면16c
	도면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