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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

요약

본 발명은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에 관한 것으로, 테스트제어부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
드레스, 데이터, 테스트모드선택신호 및 테스트클럭을 출력시키고,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는 테스트하
고자 하는 포트를 제어하고,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다이나믹램에 기입 또는 독출되는 데이
터를 저장하고,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액세스하고자 하는 다이나믹램의 어드레스를 저장
하고, 명령처리부는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테스트모드선택신호 및 테스트클럭에 따라 다이나믹램의 테스
트를 수행하고, 디버그컨트롤러는 다이나믹램의 액세스와 기입 및 독출동작을 제어하면서 다이나믹램의 
리플레시를 제어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이나믹램의 데이터 기입 및 독출타이밍과 리플레
시타이밍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다이나믹램에 기입된 데이터와 독출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다이나믹
램과 접속된 회로의 정상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실시예에 따른 제이태그와 다이나믹램의 접속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제이태그를 이용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에서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의 상태 다이아그램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부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부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디버그컨트롤러

120 :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부

130 :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부

140 : 코아로직                           150: 플립플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테스트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원칩 다이나믹램 또는 다이나믹램이 실장된 보
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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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IEEE P1149.1에 의한 표준안은 보드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집적회로(IC)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회로를 이른바 JTAG(Joint Test Action Group)회로라고 일컫는다.  

도 1은 예컨대 다이나믹램(DRAM)과 인터페이스하는 집적회로 내의 JTAG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1은 코아로직, 12는 바이패스레지스터, 13과 23은 멀티플렉서, 21은 인스트럭션디코
더, 22는 인스트럭션레지스터, 30은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Test Access Port Controller)를 각각 나
타낸다.

도면에서 코아로직(11)은 일반적인 동작을 하기위한 회로이고, 일반핀(Normal  Pins)을 통해 외부장치와 
접속된다.  상기에서 코아로직(11)을 제외한 JTAG회로의 동작에 대한 설명은 1990년도 IEEE뉴욕에서 발행
된 IEEE Std 1149.1-1990발표자료의 "IEEE Standrd Test Access Port and Boundary Scan Architecture"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4)는 코아로직(11)과 일반핀(Normal Pins)사이에 존재하는 쉬프트레지스터
를 통해 보드내의 집적회로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나믹램(40)과 코아
로직(11)간의 입출력을 제어하도록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4)의 쉬프트레지스터가 접속 된다.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4)의 내부 레지스터를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는 멀티플렉서(51)를 입력선택 멀티플렉서라하고, 멀티플렉서(54)를 출력선택 멀티플렉서라 한다.

한편, 인스트럭션레지스터(22)에는 JTAG의 테스트모드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데스트액세스포트 컨트
롤러(30)는 JTAG회로를 제어하게 되는데,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개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실시예에 따른 JTAG회로는 테스트클럭(TCK)에 맞춰 직렬로 동작하기 때문에 
JTAG를 이용한 다이나믹램(DRAM)의 액세스는 타이밍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테스트어드레스 및 테스트데이
타를 출력할 수 있고, 테스트결과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테스트데이타와 테스트결과데이타를 비교하
여 정상동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이나믹램의 액세스타이밍과 리플레시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
는 데이터를 출력시키고, 테스트모드선택신호를 출력시키고, 테스트클럭을 발생시키고, 수행된 테스트결
과데이타를 수신하는 테스트제어부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테스트모드선택신호와 테스트클럭에 
따라 수행하고자하는 테스트 액세스 포트를 선택하는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데이타를 테스트데이타로서 직렬로 저장하거나, 다이나믹램으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직렬로 저장
하는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데이터를 어드레스로서 직렬로 저
장하는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와; 상기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상기 어드
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에 RAS를 적재하고 CAS를 적재하고 테스트데이타를 적재한 후 다이나믹램을 
액세스하고, 다이나믹램의 액세스가 종료되면 디램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도록 명령을 출력시키는 명령
처리부와; 상기 명령처리부로 부터의 제어신호와 상기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의 어드레스에 
따라 다이나믹램을 액세스하고, 액세스된 다이나믹램의 메모리셀에 상기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
부의 테스트데이타를 기입 또는 독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이나믹램의 리플레시를 제어하는 디버그컨
트롤러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n비트의 데이터를 입출력
시키는 복수의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m비트의 어드레스를 출
력시키는 복수의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는 16비트의 데이터를 입출력시킨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는 10비트의 어드레스를 출력시킨다.

본 발명은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에 관한 것으로, 테스트제어부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
드레스, 데이터, 테스트모드선택신호 및 테스트클럭을 출력시키고,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는 테스트하
고자 하는 포트를 제어하고,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다이나믹램에 기입 또는 독출되는 데이
터를 저장하고,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는 액세스하고자 하는 다이나믹램의 어드레스를 저장
하고, 명령처리부는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테스트모드선택신호 및 테스트클럭에 따라 다이나믹램의 테스
트를 수행하고, 디버그컨트롤러는 다이나믹램의 액세스와 기입 및 독출동작을 제어하면서 다이나믹램의 
리플레시를 제어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이나믹램의 데이터 기입 및 독출타이밍과 리플레
시타이밍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다이나믹램에 기입된 데이터와 독출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다이나믹
램과 접속된 회로의 정상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이하,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4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는 테스트제어부, 테스트액세스
포트컨트롤러,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 디버그컨트롤러를 구비하여, 
다이나믹램의 데이터 기입 및 독출타이밍과 리플레시타이밍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다이나믹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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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데이터와 독출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다이나믹램과 접속된 회로의 정상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먼저, 참고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표기된 신호선의 부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신호 입출력 용도

DRAM_debug 입력 IR의 출력, DRAM디버그이네이블코드

r_wbar 입력 IR의 출력, DRAM Read/Write 모드

cas_addr_load 입력 IR의 출력, CAS어드레스로드코드

bsr_mode 입력 IR의 출력, BSR이네이블모드

DRAM_clk 입력 DRAM클럭

clockdr 입력 BSR의 한 셀의 캡춰용 클럭

updatedr 입력 BSR의 한 셀의 업데이트용 클럭

shiftdr 입력 BSR의 한 셀의 시프트 선택신호

sin 입력 DATA_BSR의 시프트입력

f_core_data 입력 코아에서 BSR로 출력되는 DRAM데이타

f_fore_write 입력 코아에서 출력되는 DRAM Write

f_core_addr 입력 코아에서 BSR로 출력되는 DRAM어드레스

f_core_control_signals 입력 코아에서 출력되는 DRAM콘트롤

DRAM_debug_done 출력 JTAG와 DRAM 동작 동기 제어

PIN_data 출력 PIN으로 출력되는 DRAM데이타

t_core_data 출력 코아로 입력되는 DRAM데이타

DRAM_addr 출력 PIN으로 출력되는 DRAM컨트롤

sout 출력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 출력신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나믹램의 컨트롤신호(DRAM_control)은 멀티플렉서(150)로부터 출력된다.  
상기 멀티플렉서(150)의 1차측 입력단은 코아로직(150)으로부터 코아출력컨트롤신호
(f_core_control_signals)가 입력되고, 2차측 입력단으로는 디버그컨트롤러(110)로부터 디버그디램컨트롤
신호(DRAM_control_signals)가  입력된다.   멀티플렉서(150)는  선택입력단으로  입력되는 디버그

(DRAM_debug) 신호에 따라 상기 1차측 또는 2차측의 입력을 출력시킨다.

디버그컨트롤러(110)는  DRAM클럭입력단(DRAM_clk)으로  입력되는 클럭에 따라 다이나믹램을 콘트롤한다.   
그리고  디비그컨트롤러(110)는  다이나믹램에  대한  디버그동작이  완료되면  디버그마침(DRAM_debug_done) 
신호를 출력시킨다. 

계속해서 코아로직(140)은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로부터 데이터(t_core_data[0,…,15])를 입력
받거나,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측으로 데이터를 출력시킨다(f_core_data[0,…,15]).   또한 코
아로직(140)은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 레지스터(130)측으로 어드레스(f_core_addr[0,…,9])를 출력시킨다.  

그리고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로부터  핀데이타(PIN_data[0,…,15])가  입출력되고, 어드레스바
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로부터 핀어드레스(PIN_addr[0,…,9])가 출력된다.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로는 시프트데이타(sin)가 입력된다.  그리고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
터(120)의 시프트출력단(sout)은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의 시프트입력단(sin)과 직렬로 접속
되어  시프트데이타가  전송된다.   시프트데이타는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의 시프트출력단
(sout)을 통해 출력된다.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 이네이블모드(bsr_mode)와, 캡춰클럭(clockdr), 업데이트클럭(updatedr)및, 시프트
선택(shiftdr)  신호는 데이터바운더리스캔 레지스터(120)와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 레지스터(130)에 각각 
접속된다.

여기서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 이네이블모드(bsr_mode)는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데이타바운더리스캔레지스
터와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의 이네이블동작을 제어한다. 

그리고 캡춰클럭(clockdr)은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의 캡춰 플립플롭에 클럭을 제공하여 캡춰동작을 제어
한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클럭(updatedr)은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의 업데이트 플립플롭의 클럭을 제어
하여 업데이트동작을 제어한다.

한편, 시프트선택(shiftdr) 신호는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의 시프트동작을 제어한다. 

다음은 도 5를 참조하여 도 4에 도시된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에
서 설명된 바와 같이,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는 코아로직(140)으로 부터의 16비트의 데이터를 
핀데이타(PIN_data)로  출력시키거나,  핀데이타(PIN_data)를  코아로직(140)으로 전송시키도록 양방항성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면에서 참조부호 df0~df15는 코아로직(140)으로부터 핀데이타를 전송시키도록 구성된 레지스터
이고, dt0~dt15는 핀데이타를 코아로직(140)으로 전송시키도록 구성된 레지스터이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레지스터 df0~df15는 출력레지스터라 하고, dt0~dt15는 입력레지스터라 한다. 

시프트입력(sin) 신호는 1번째 비트의 입력레지스터(dt0)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d16)의 일측입력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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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다.  그리고 입력레지스터(dt0)의 캡춰 플립플롭(52)의 출력단은 출력레지스터(df0)의 입력선택 멀
티플렉서(d9)의 일측입력단과 접속된다.  또한, 출력레지스터(df0)의 캡춰 플립플롭(d10)의 출력단은 2번
째 비트의 입력레지스터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의 일측입력단과 접속된다. 

상기와 같이 하위비트의 캡춰 플립플롭의 출력단은 상위비트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의 일측입력단과 접속
된다.  따라서 시프트출력(sout)은 16번째 비트의 출력레지스터(df15)의 캡춰 플립플롭(d2)으로부터 출력
된다. 

상기 각 비트의 출력선택 멀티플렉서(d12,d13,~,d4,d5)의 선택신호(또는 모드신호)는 바운더리스캔레지스
터 이네이블모드(bsr_mode) 신호와 디버그(DRAM_debug) 신호의 논리합으로 제어된다.

그리고 각 비트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d9,d16,~,d1,d8)의 선택신호는 시프트선택(shiftdr)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각 비트의 입출력레지스터(dt0~dt15,df0~df15)의 업데이트 플립플롭(d3,d6,~,d11,d14)의 클럭입력
단으로는  업데이트클럭(updatedr)이  입력되고,  각  비트의  출력레지스터(df0~df15)의  캡춰 플립플롭
(d2,~,d10)의 클럭입력단으로는 캡춰클럭(clockdr)이 입력된다.

한편,  각  비트의  입력레지스터(dt0~dt15)의  캡춰  플립플롭(d7~d15)의  클럭입력단으로는 디버그
(DRAM_debug)  신호에  기초하여  멀티플렉서(d17)에  의해  캡춰클럭(clockdr)  또는 데이터입력캡춰클럭
(cap_clk)이 선택되어 입력된다.

상기  각  비트의  출력레지스터(df0~df15)의  출력선택  멀티플렉서(d4,~,d12)의  출력단과 핀데이타
(PIN_data)간에는 버퍼(d20,~,d21)가 각각 접속된다.  상기 버퍼(d20,~,d21)는 디버그(DRAM_debug) 신호
에 기초하여 멀티플렉서(d19)에 의해 코아출력기입(f_core_write) 신호 또는 디버그기입(debug_write) 신
호에 의해 제어되게 된다.

계속해서, 도 6을 참조하여 도 4에 도시된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부(130)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는 코아로직(140)로부터의 10비트 어드레
스를 핀어드레스(PIN_addr[0,…,9])를 통해 출력시키도록 구성된다.

어드레스스캔레지스터(130)는  10비트의  어드레스를  코아로직(140)으로부터  입력받고 핀어드레스단
(PIN_addr[0,…,9])을 통해 출력시키도록, 각 비트마다 레지스터(af0~af9)를 구비한다.

코아로직(140)으로 부터의 어드레스비트는 각각 레지스터(af0~af9)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a1,~,a5)의 일
측입력단과 출력선택 멀티플렉서(a4,~,a8)의 일측입력단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시프트데이타(sin)는 첫 번째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af0)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a5)의 타측입
력단으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멀티플렉서(a5)의 타측입력단은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의 시
프트출력단(sout)과 접속된다.

상기 첫 번째 어드레스비트레지스터(af0)의 캡춰 플립플롭(a6)의 출력은 두번째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
(af1)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의 일측입력단으로 입력된다.  

이와 같이 하위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의 캡춰 플립플롭의 출력은 상위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의 입력
선택 멀티플렉서의 입력단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열번째 캡춰 플립플롭(a2)의 출력단으로부터 시프트데
이타(sout)가 출력되게 된다. 

상기 각 레지스터(af0,~,af9)의 출력선택 멀티플렉서(a4~a8)의 선택신호는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이네이블
모드(bsr_mode)와 디버그(DRAM_debug) 신호가 논리합되어 제어되게 된다. 

그리고 각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af0,~,af9)의 입력선택 멀티플렉서(a1~a5)는 시프트선택(shiftdr) 신
호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각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af0,~,af9)의 캡춰 플립플롭(a2,~,a6)의 클럭은 
캡춰클럭(clockdr)에 의해 제어된다.

한편, 각 어드레스 비트 레지스터(af0,~,af9)의 업데이트 플립플롭(a3,~,a7)의 클럭은 디버그
(DRAM_debug)  신호에  기초하여  카스어드레스업데이트(cas_addr_updr)와,  반전된 카스어드레스로드

(cas_add_load)신호 및 업데이트클럭(updatedr)의 논리곱 결과가 선택되어 제어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이나믹램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명령코드를 인스트럭션레지스터에 로드시키고, 바운더리스캔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게 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열(Instruction Column)에 명령코드를 
로드시키게 되고, 데이터열(Data Column)에서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를 액세스한다.

첫 번째는 RAS 어드레스를 로드시킨다.

RAS어드레스를  로드시키기  위해서는  인스트럭션레지스터에  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이네이블모드(bsr_mode) 
신호를 액티브시키도록 코드를 로드시킨다.

그리고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에 RAS어드레스를 로드시킨다.

두번째는 CAS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로드시킨다.

CAS어드레스를 로드시키기 위해서는 인스트럭션레지스터에 카스어드레스로드코드(cas_addr_load)를 로드
시킨다.  그리고 어드레스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30)에 CAS어드레스를 로딩시키고,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
지스터(120)에 다이나믹램(DRAM)에 기입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를 로드시킨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램의 액세스를 개시한다. 

이제, 다이나믹램(DRAM)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레지스터(22)에 독출/기입모드신호(r_wbar)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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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믹램 디버그신호(DRAM_debug)을 로드시킨다.

네 번째는 다이나믹램 액세스 결과를 모니터한다.

그리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열(Instruction  Column)의  Capture_IR단계에서 디버그마침
(DRAM_debug_done) 신호가 있는지를 감지한다.  이와 같은 디버그마침(DRAM_debug_done) 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상기 Capture_IR단계가 계속 수행된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를 독출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레지스터(22)에 바운더리스캔레지스트 이네이블모드(bsr_mode)를 로드시킨다.  그
리고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를 통해 데이터를 출력시킨다.

이와 같이 하여 상기 데이터바운더리스캔레지스터(1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TDO)와 입력된 데이터를 비
교하여 테스트결과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JTAG회로는 테스트클럭(TCK)에 맞춰 직렬로 동작하기 때문에 JTAG를 이용한 다이나믹램
(DRAM)의 액세스는 타이밍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테스트어드레스 및 테스트
데이타를 출력할 수 있고, 테스트결과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테스트데이타와 테스트결과데이타를 비
교하여 정상동작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이나믹램의 액세스타이밍과 리플레시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이나믹램이 실장된 보드를 테스트하는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TDI)를 출력시키고, 테스트모드선택신호(TMS)를 출력시키고, 테스트클럭(TCK)을 발생시키고, 수행
된 테스트결과데이타(TDO)를 수신하는 테스트제어부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테스트모드선택신호(TMS)와 테스트클럭(TCK)에 따라 수행하고자하는 테스트 
액세스 포트를 선택하는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데이타(TDI)를 테스트데이타로서 직렬로 저장하거나, 다이나믹램으로부터 독
출된 데이터를 직렬로 저장하는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120)와;

상기 테스트제어부로 부터의 데이터(TDI)를 어드레스로서 직렬로 저장하는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
스터부(130)와;

상기 테스트액세스포트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상기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에 RAS를 적재하고 
CAS를 적재하고 테스트데이타를 적재한 후 다이나믹램을 액세스하고, 다이나믹램의 액세스가 종료되면 디
램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도록 명령을 출력시키는 명령처리부와;

상기 명령처리부로 부터의 제어신호와 상기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130)의 어드레스에 따라 
다이나믹램을  액세스하고,  액세스된  다이나믹램의  메모리셀에  상기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
(120)의 테스트데이타를 기입 또는 독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이나믹램의 리플레시를 제어하는 디버그
컨트롤러(110)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120)는 n비트의 데이터를 입출력시키는 복수의 바운더리 스캔 레
지스터(dfo,dto,…,df15,dt15)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
트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부(130)는 m비트의 어드레스를 출력시키는 복수의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af0,…,af15)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이나믹램 테스트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는 16비트의 데이터를 입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
이나믹램 테스트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바운더리 스캔 레지스터는 10비트의 어드레스를 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이태그에 의한 다
이나믹램 테스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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