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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및 이의 통신 방법

요약

직렬 스캔 경로 통신 아키텍쳐는 다수의 회로(30)를 포함하고, 이 회로들 중 소정의 회로는 메모리(36)
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38)는 메모리를 갖는 회로들 상에 포함되므로 직렬 데이타가 
다중 시프트 동작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순환되지 않더라도 메모리들로 기입될 수 있고 이 메모리들로부
터 판독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및 이의 통신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검사 버스를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검사 억세스 포트(TAP)를 도시한 블럭도.

제3도는 다중 집적 회로를 통하는 시프트 경로를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집적 회로 구조내의 목표 집적 회로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럭도.

제5도는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를 포함하는 제4도의 목표 집적 회로를 도시한 블럭도.

제6도는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를 도시한 블럭도.

제7도는 제6도의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헤더 검출기 회로를 도시하는 블럭도.

제8도는 제6도의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카운터 회로를 도시하는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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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아키텍쳐                              30 : IC

14,16,18,20,34 : 레지스터          32 : 검사 버스 제어기

22,24,40,42 : 멀티플렉서            33 : 목표 IC

26,28 : 제어 버스                         36 : 메모리

44 : 헤더 검출기                           46 : 카운터

48 : 외부 디바이스 노드                 50 :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히 말자하면 직렬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처에 관한 것이다.

회로 설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집적 회로와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회로는 전자 설계 레벨면에서 점
진적으로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설계 밀도가 더 조밀하고 상호 접속 간격이 줄어듦으로써 불행히도 
물리적 접근 가능성이 감소한다. 완제품은 검사 및 결함 제거중에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관찰할 수 있
는 검사 능력이 필요하다. 제품이 선적되기 전에 소정의 제조 결점은 최종 검사중에 양호하게 검출할 수 
있다. 논리 설계 단계에서 검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성을 달성하기란 어려
우므로, 자동 검사 장비가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예시적인 아키텍쳐는 본 명세서의 참고 문헌으로 사
용된 1989년 8월 9일자로 출원되고, 훼트셀(Whetse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7/391,751호 및 
제07/391,801호 및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기술 잡지(Texas  Instruments  Technical  Journal)에 기재되어 
있다.

현존하는 소정의 검사 버스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 내의 논리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렬 데이타가 
집적회로 내외로 시프트되도록 한다. 이러한 버스들은 단일 패턴의 직렬 데이타를 집적 회로의 선택된 
스캔 경로로 한번의 시프트 동작마다 전송하도록 근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소정의 응용에 있
어서, 집적 회로내의 국부 메모리(local memory)를 로드(load)하거나 언로드(unload)하기 위해 직렬 검
사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메모리들이 다중 데이타 저장 위치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
중 데이타 패턴은 다중 시프트 동작을 사용하여 입력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타 패턴을 메모리 내
외로 전송하는 것은 다중 시프트 동작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종래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억세스되도록 하는 직렬 데이타 입력 및 출
력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당해 산업분야레서 발생하였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와 관련된 단점 및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지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해 제공된다. 데이타 통신 디바이
스는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 회로, 디바이스 및 이 버스 회로에 결합된 저장 회로, 및 버스와 다
비이스 사이에 데이타를 시프트하도록 동작가능한 검사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 회로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저장 회로와 디바이스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디바이스와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현존하는 
인터페이스 구조와 호환성이 있고 최소한의 하드웨어만을 추가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동일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붙인 제1도 내지 제8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제1도에는 종래의 검사 버스와 아키텍쳐(10)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아키텍쳐(10)은 TDI(test data 
input:검사 데이타 입력), TCK(test clock:검사 클럭), 및 TMS(test mode select:검사 모드 선택)입력들
과 TDO(test data output:검사 데이타출력)를 포함한다. TCK 및 TMS 입력들은 TAP(test access port:검
사 억세스 포트)(12)에 접속된다. TAP(12)의 출력은 데이타 레지스터 DREG1(14)와 DREG2(16), 바이패스 
레지스터(18)  및  명령어  레지스터  IREG(20)에  접속된다.  DREG1(14),  DREG2(16)  및  바이패스 
레지스터(18)의 출력은 제1멀티플렉서(22)에 접속된다. 제1멀티플렉서(22)의 출력과 IREG(20)의 출력은 
제2멀티플렉서(24)에 접속된다. 또한, IREG(20)은 바이패스 레지스터(18), 및 제1멀티플렉서(22)의 선택
포트에 접속된다. TAP(12)의 출력은 IREG(20), 및 제2멀티플렉서(24)의 선택포트에 접속된다. TDI 입력
은 DREG1(14), DREG2(16), 바이패스 레지스터(18) 및 IREG(20)에 접속된다. 제2멀티플렉서(24)의 출력은 
TDO  출력에 접속된다. TAP(12)과 DREGs(14및16),  바이패스 레지스터(18),  IREG(20)  및 멀티플렉서(24) 
사이의 접속은 제1제어 버스(26)를 구성한다. IREG(20), 바이패스 레지스터(18)과 제1멀티플렉서(22) 사
이의 접속은 제2제어 버스(28)를 구성한다.

제1도에 도시된 아키텍쳐(10)은 IEEE P1149.1 검사 버스에 대응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타 버스들이 
있는데, IEEE P1149.1 검사 버스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아키텍쳐는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IC 설계시에 직렬 시프트 레지스터들을 연속적으로 억세스하기 
위한 표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검사 아키텍쳐는 명령어 레지스
터(IREG;20),  바이패스(18)에  대해  조회되는  한  셋트의  데이타  레지스터(14),  즉  DREG1(14)와 
DREG2(16), 및 검사 억세스 포트(TAP;12)에 대해 조회되는 검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아키텍쳐내에서 
단지 1개의 IREG(20)만이 실행될 수 있지만, 다수의 DREG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IEEE P1149.1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DREG들 중 한 개의 레지스터는 단일 비트 바이패스 DREG로서 동작하도록 제공되
어야 한다. 이 바이패스 DREG는 IC에 의해 1비트만큼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 경로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
다.

IREG(20)과 DREG(14-18)들은 검사 데이타 입력 핀(TDI)와 검사 데이타 출력 핀(TDO) 사이에 병렬로 정열
된 분리된 스캔 경로상에 존재한다. IREG 스캔 동작중에, TAP(12)는 TDI 입력으로부터 IREG(20)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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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O 출력까지 데이타를 시프트시키기 위해, 검사 모드 선택(TMS) 신호와 검사 클럭(TCK) 신호들인 외부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제어버스(26)를 통해 내부 제어 신호를 출력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DREG 스캔 
동작은, 선택된 DREG들을 통해 데이타를 시프트시키기 위해 TMS 및 TCK 입력상의 외부 제어신호를 수신
하고, 제어버스(26)상의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시키는 TAP(12)에 의해 달성된다. DREG들 중 하나의 DREG
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는 IREG내로 시프트된 명령어를 입력시키고, IREG로부터 제어 버스(28)를 통해 출
력된다. 버스(28) 상의 제어 출력신호는 모든 DREG 들에 입력되고, 시프트를 위해 하나의 신호를 선택한
다. 또한, 제어버스(28)는 선택된 DREG의 직렬 출력을 TDO 출력에 결합시키기 위해 멀티플렉서(22)에 입
력된다.

TAP(12)는 TMS 및 TCK 입력들을 경유하여 스캔 억세스 프로토콜(protocol) 입력신호에 응답하는 유한 상
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이다. TAP(12)의 목적은 IREG(20) 또는 DREG(14내지18)을 통해 데이타를 
시프트시키기 위해 입력 스캔 억세스 프로토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TAP는 TCK 입력에 의해 클
럭되고 TMS 입력에 기초하여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가 이루어진다.

16가지 상태들로 구성되는 TAP 상태도(state diagram)는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16가지 상태들은 검
사 논리 리셋(TLRESET), 실행 검사/아이들(RT/IDLE), 선택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SELDRS), 선택 명령어 
레지스터 스캔(SELIRS), 포착 데이타 레지스터(CAPTUREDR), 시프트 데이타 레지스터(SHIFTDR), 출구1 데
이타 레지스터(EXIT1DR), 휴지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PAUSEDR), 출구2 데이타 레지스터(EXIT2DR), 갱신 
데이타  레지스터(UPDATEDR),  포착  명령어  레지스터(CAPTUREDR),  시프트  명령어  레지스터(SHIFT1R), 
출구1 명령 레지스터(EXIT1IR), 휴지 명령어 레지스터 스캔(PAUSEIR), 출구2명령어 레지스터(EXIT2IR), 
및 갱신 명령어 레지스터(UPDATEIR)가 있다.

작동 개시 또는 호스트(host) IC의 정상 동작중에, TAP는 TLRESET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TAP는 호스 IC의 정상 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검사 논리를 발생시키는 리셋 신호를 발생한
다.  검사  억세스가  요구되는  경우,  프로토콜  신호는  TMS  및  TCK  입력들을  경유하여  공급되어  TAP가 
TLRESET 상태로 배출시키게 하고, RT/IDLE 상태로 들어오게 한다. 제2도에 있어서, TAP 상태들 사이에서 
이동을 하게하는 TMS 입력은 논리 0 또는 1로 도시하였다. TCK는 TAP 상태 제어기가 상태간 전이를 발생
시키게 하는 클럭이다.

RT/IDLE 상태에 있어서, 명령어 레지스터 스캔 프로토콜은 CAPTUREIR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SELDRS 및 
SELIRS 상태들을 통하여 TAP 전이를 위해 발생될 수 있다. CAPTUREIR 상태는 IREG를 TDO 출력 핀으로 시
프트  아웃  될  상태  데이타로  프리로드(preload)하는데  사용된다.  CAPTUREIR  상태에  있어서,  TAP는 
SHIFTIR 또는 EXIT1IR 상태로 전이시킨다. 통상적으로, SHIFTIR이 CAPTUREIR 상태에 종용되므로, 새로운 
데이타가 TD1 입력을 경유하여 IREG로부터 프리로드된 데이타가 TDO 출력을 경유하여 검사(inspection)
을 위한 IREG의 시프트 아웃 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타는 TDI 입력을 경유하여 IREG의 시프트 아웃된
다. SHIFTIR 상태를 종용하면, TAP는 EXIT1IR 및 UPDATEIR 상태를 경유하여 RT/IDLE 상태로 복귀하거나, 
EXIT1IR을 경유하여 PAUSEIR 상태로 들어간다. PAUSEIR 상태로 들오가는 이유는 IREG를 통해 데이타의 
시프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 위한 것이다. PAUSEIR 상태에 있어서, 시프팅은 EXIT21R 상태를 경유하여 
SHIFTIR 상태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다시 점유될 수 있고, 또는 이것은 EXIT2IR 및 UPDATEIR 상태를 경유
하여 RT/IDLE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RT/IDLE 상태에 있어서,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 프로토콜은 CAPTUREDR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SELDRS 상태
를 통해 TAP 전이 하도록 발생될 수 있다. CAPTUREDR 상태는 선택된 DREG를 TDO 출력 핀으로 시프트 아
웃될 데이타로 프르로드하는데 사용된다. CAPTUREDR 상태에 있어서, TAP는 SHIFTDR 또는 EXIT1DR 상태로 
전이시킨다. 통상적으로, SHIFTDR은 CAPTUREDR 상태에 종용하므로, 프리로드된 데이타가 TDO 출력을 경
유하여 검사를 위한 DREG으로 시프트 아웃 될수 있고, 새로운 데이타가 TDI 입력을 경유하여 DREG로 시
프트 된다. SHIFTDR 상태를 종용하면, TAP는 EXIT1IR 및 UPDATEIR 상태를 경유하여 RT/IDLE 상태로 복귀
하거나, EXIT1IR을 경유하여 PAUSEIR 상태로 들어간다. PAUSEIR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는 IREG를 통해 데
이타의 시프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 위한 것이다. PAUSEIR 상태에 있어서, 시프팅은 EXIT2IR 상태를 
경유하여 SHIFTIR 상태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다시 점유될 수 있고, 또는 이것은 EXIT2IR 및 UPDATEIR 상
태를 경유하여 RT/IDLE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RT/IDLE 상태에 있어서,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 프로토콜은 CAPTURE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SELDRS 상태를 
통해 TAP 전이를 위해 발생될 수 있다. CAPTUREDR 상태는 선택된 DREG를 TDO 출력 핀으로 시프트 아웃 
될 데이타를 프리로드하는데 사용된다. CAPTUREDR 상태에 있어서, TAP는 SHIFTDR 또는 EXIT1DR 상태로 
전이시킨다. 통상적으로, SHIFTDR은 CAPTUREDR 상태에 종용하므로, 프리로드된 데이타가 TDO 출력을 경
유하여 검사를 위한 DREG으로 시프트 아웃 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타가 TDO 출력을 경유하여 검사를 위
한 DREG로부터 시프트되며, 새로운 데이타가 TDI 입력을 경유하여 DREG로 시프트된다. SHIFTDR 상태를 
종용하면, TAP는 EXIT1DR 및 UPDATEDR 상태를 경유하여 RT/IDLE 상태로 복귀하거나, EXIT1DR을 경유하여 
PAUSEDR 상태로 들어간다. PAUSEDR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는 DREG를 통해 데이타의 시프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 위한 것이다. PAUSEDR 상태에 있어서, 시프팅은 EXIT2DR 상태를 경유하여 SHIFTDR 상태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다시 점유될수 있고, 또는 이것은 EXIT2DR 및 UPDATEDR 상태를 경유하여 RT/IDLE 상태로 
들어 감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한 응용에 있어서, IEEE P1149.1에 기재된 아키텍쳐를 실시하는 다수의 IC들은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회로 기판 레벨에서 직렬로 함께 접속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로 기판들은 직렬로 함께 접
속된 IC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접속될 수 있다. 제3도의 IC(30)은 TDI 입력 및 TDO 출력 핀
들을 경유하여 제1의 IC부터 최종 IC까지 직렬로 접속된다. 또한, 각각의 IC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
부터 입력된 TMS 및 TCK 제어 신호를 수신한다. 또한, 검사 버스 제어기는 직렬 경로내의 제1 IC의 TDI 
입력으로 직렬 데이타를 출력시키고, 직렬 경로내의 최종 IC의 TDO 로부터 직렬 데이타를 수신한다. 상
술한 TAP 프로토콜에 의하면, 내부 IREG 또는 DREG들을 통해 데이타를 시프트하기 위해서, 모든 IC들이 
함께 동작하도록 검사 버스 제어기는 TMS 및 TCK 신호들을 제어할 수 있다.

IREG 시프트 동작중에, 시프트 경로의 전체 길이는 각각 IC의 IREG내의 비트들의 합과 같다. 예를 들면, 
100개의 IC들이 제3도의 직렬 경로에 있고 각각의 IC의 IREG의 길이가 8비트라면, IREG 시프트 동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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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되어야 하는 비트들의 수는 800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DREG 시프트 동작중에, 직렬 경로의 총 
길이는 각각의 IC의  선택된 DREG내의 비트들의 합과 같다.  바이패스 DREG가  각 IC  내에서 선택되면, 
DREG 스캔 중에 시프트된 비트들의 총 수는 IC의 수 X 1비트와 동일한데, 그 이유는 바이패스 DREG의 길
이가 단지 1비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각 IC는 IREG내에 상이한 명령어를 로드함으로써 상이한 DREG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의 IC는 많은 비트들로서 DREG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모든 IC들은 바
이패스 DREG를 선택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IC내에서 검사가 전혀 수행되지 않을 때, 이것의 바이패스 
DREG는 IC의 DREG비트 길이를 단일 비트만큼 감소시키도록 선택된다.

제4도에는 제3도에 도시된 IC 장치와 유사한 IEEE의 P1149.1의 검사 버스상에 접속된 IC 장치가 도시되
어  있다.  목표(target;33)이라  하는  그룹내의  중간  IC는  검사  버스를  경유하여  DREG(34)로,  또는 
DREG(34)로부터 데이타를 로드 및/또는 언로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메모리(36)로 도시된 디바이스에 
결합되는 DREG(34)를 포함한다. 또한, 제4도에는 목표 IC(33)내부의 DREG 및 메모리가 도시되어 있다. 
DREG(34)와 관련된 디바이스가 메모리이고, 다른 IC 또는 기판과의 인터페이스로서 데이타 소오스(data 
source) 및 수신지(destination)는 DREG(34)에 결합된다. 목표 IC의 TDI 입력과 검사 버스 제어기의 TDO 
출력 사이에는 n IC들이 있다. 또한, 목표 IC들의 TDO 출력과 검사 버스 제어기의 TDI 입력 사이에는 m 
IC들이 있다.

메모리 판독 동작중에, 검사 버스 제어기(32)는 제4도의 각 IC의 IREG 내로 명령어들을 로드하기 위해 
TMS 및 TCK 상에 제어 신호를 입력한다. 스캔 경로 길이를 최소 길이로 줄이기 위해서, 목표 IC를 제외
한 모든 IC들은 바이패스 DREG를 선택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는 내부 메모리에 접속된 DREG를 
선택하고 판독 동작을 위해 DREG 및 메모리로 구성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의 메모리(36)으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할 때, 검사 버스 제어기(32)는 이것의 TDI 입력으로부터 
데이타를 입력시키는 데에만 필요하고; 이것은 TDO  출력으로부터 데이타를 출력시키는데에는 필요하지 
않다. 검사 버스 제어기에 입력된 직렬 데이타의 비XM 길이는 각IC(T+1....T+m)의 바이패스 레지스터의 
비트 플러스 메모리 워드(memory word)내의 비트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메모리 워드 폭이 8비트이고, 
100개의 IC들이 목표 IC(33)과 검사 버스 제어기(32)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각 판독 동작을 위해 
검사 버스 제어기(32)에 입력되어야 할 비트의 수는 108비트이다.

메모리 판독 동작중에, DREG들이 데이타를 포리로드하도록 하는 버스(26) [제1도참조]상에 내부 제어 신
호를 출력하도록 각 IC의 TAP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의 외부 TMS 및 TCK 제어 신호에 응답한다. 
목표 IC의 DREG는 8비트 메모리 데이타 워드로 프리로드하고 , 다른 IC(T+1 내지 T+m)들의 각각의 바이
패스 레지스터들은 논리 0으로 프리로드한다. 각IC의 DREG들이 로드된 후에, 각IC의 DREG에 로드된 데이
타를 시프트 아웃 시키기 위해 각 IC내의 TAP들이 버스(26)상의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 버스 제어기는 TMS 및 TCK를 제어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의 TDI 입력에 입력된 직렬 데이타는 108비트의 스트림(stream)이다. 제1의 100비트는 
IC(T+1 내지 T+m)들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로부터 모두 논리 0이고, 최종 8비트는 목표 IC의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데이타이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108비트를 모두 수신한 후, 각 IC내의 각 TAP가 시프팅 프로세
스(shifting process)를 중지하게 하기 위해 TMS 및 TCK 상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시프팅 동작
을 종결시킨다. 시프트 동작을 중지시킴으로써 종용되는 데이타를 프리로드하여 목표 IC로부터 시프트 
아웃 시키는 상술한 처리 방법은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각각의 추가 데이타 패턴에 대해 반복되어야 한
다.

데이블1은 제4도에 도시된 각 IC 의 TAP가 1개의 메모리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완전히 전이되어야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제2도와 관련하여 상술하였음). 데이블1은 데이타의 시프팅을 개시하기 전에, 각 판독 
동작의 개시시에 3개의 TCK를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3개의 TCK들 중 하나의 TCK는 DREG 내에 데이타를 
로드하는데 사용되고,  IC(T+1  내지 T+m)들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은 논리 0으로 로드되며, 목표 IC의 
DREG는 8비트 메모리 워드로 로드된다. IC 들의 외부로 및 검사 버스 제어기내로 데이타를 시프팅하는 
것은 108개의 추가 TCK를 필요로 한다. 108비트 데이타 패턴이 시프트 아웃 된 후, 메모리 판독 동작을 
종결하기 위해서 2개의 추가 TCK가 취해진다. 제4도의 목표 IC로부터 1개의 8-비트 메모리 워드를 판독
하는데 필요한 TCK의 수는 총 113개이다. 따라서 메모리가 판독될 1,000개의 워드를 갖고 있는 경우, 테
이블1내의 상태 순서(state sequences)는 총 113,000 TCK 사이클을 1,000번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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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사 버스 제어기는 메모리 기입 동작중에, 각 IC의 IREG 내에 명령어들을 로드시키기 위해 제4도에 도
시된 IC들의 TMS 및 TCK 입력상의 제어 신호를 입력한다. 스캔 경로 길이를 최소 길이로 축소하기 위해
서, 목표 IC를 제외한 모든 IC들은 바이패스 DREG를 선택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는 내부 메모
리에 접속된 DREG를 선택하고, 기입 동작을 위한 DREG 및 메모리로 구성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의 메모리내에 데이타를 기입할 때, 검사 버스 제어기는 이것의 TDO 출력으로부터의 데이타를 출
력하는 데만 필요하고, 이것은 TDI 출력으로부터의 데이타를 입력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다. 검사 버스 제
어기로부터 출력된 직렬 데이타의 비트 길이는 각 IC(1...n)의 바이패스 레지스터의 비트 플러스 메모리 
워드 내의 비트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메모리 워드 폭이 8비트이고 100개의 IC 들이 검사 버스 제어
기와 목표 IC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각 기입 동작을 위해 목표 IC에 출력되어야 하는 비트의 수
는 108비트이다.

메모리 기입 동작중에, DREG 들이 데이타를 프리로드하도록 하는 버스(26) [제1도참조] 상에 내부 제어
신호를 출력하도록 각 IC의 TAP는 검사 버스 제어기로부터의 외부 TMS 및 TCK 제어 신호에 응답한다. 논
리 0으로 각각 프리로드된 다른 IC(1내지n)들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과 메모리 데이타를 판독하지 못하
기 때문에 목표 IC의 DREG는 돈트 캐어(don't care) 데이타를 프리로드한다. 각 IC의 DREG들의 로드된 
후에, 검사 버스 제어기로부터 출력된 8-비트 데이타 워드를 시프트 인 하기 위해서 IC 내의 TAP 들이 
버스(26)상에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도록 검사 버스 제어기는 TMS 및 TCK를 제어한다.

8-비트 데이타 워드의 수신지는 목표 IC의 8-비트 DREG이다. 그러나, 8-비트 데이타 워드가 목표 IC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IC(1내지n)들의  바이패스  비트들을  통해  먼저  시프트되어야  한다.  목표  IC의 
DREG 내로 8-비트 데이타 워드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데이타의 108비트들이 시프트되도록 하기 위해 검
사 버스 제어기는 TMS 및 TCK 신호들을 제어한다. 108 데이타 비트가 시프트된 후, 8-비트 데이타 워드
는 IC(1내지m)들의 100개의 바이패스 레지스터 비트들을 통해 목표 IC의 8-비트 DREG로 시프트된다. 데
이타 워드가 목표 IC의 DREG내에 로드된 후, 시프팅 프로세서를 중지하고 메모리 내에 데이타 워드를 로
드하기 위해서, 검사 버스 제어기 출력은 TMS 및 TCK 신호들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 내에 데이타
를 기입함으로써 종용되는 데이타를 프리로드하고 목표 IC로 데이타를 시프팅하는 상술한 처리 방법은 
메모리 내에 기입된 각각의 추가 데이타 워드에 대해 반복되어야 한다.

테이블2는 제4도에 도시된 각 IC(30)의 TAP(12)가 1개의 메모리 워드를 기입하기 위해 완전히 전이되어
야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제2도와 관련하여 상술하였음). 테이블2는 데이타의 시프팅을 개시하기 전에, 
각 기입 동작의 개시 시에 3개의 TCK를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3개의 TCK들 중 하나의 TCK는 DREG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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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를 로드하는데 사용되고, IC(1내지n)들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이 논리 0으로 로드되며, 목표 IC의 
DREG가 돈트 캐어(don't care) 데이타 패턴으로 로드된다. 100개의 선행 IC들을 통해 목표 IC의 DREG로 
시프팅하는 것은 108개의 추가 TCK들을 필요로 한다. 8-비트 데이타 패턴이 목표 IC 의 DREG로  시프트
된 후, 시프트 동작을 중지하고 메모리 내에 데이타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2개의 추가 TCK를 취한다. 목
표 IC의 메모리 내에 하나의 8-비트 메모리 워드를 기입하는데 필요한 TCK들의 총 수는 113개이다. 메모
리가 기입될 1,000개의  워드를 가지면,  테이블2에서의 상태 순서는 총  113,000  TCK  사이클들에 대해 
1,000번을 반복해야 한다.

[표 2]

이러한 2가지 예에서, 예외적인 다수의 TCK들이 IEEE의 P1149.1의 TA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모리에 데
이타를 로드 또는 언로드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메모리 억세스 시간이 필요한 TCK들의 수
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IEEE의 P1149.1의 TA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모리를 로드 또는 언로
드하는데 예외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상술한 예들과 1MHz의 TCK 주파수를 사용하면, 1,000개의 위치를 갖는 메모리에 대한 억세스 시간은 다
음과 같다:

본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IEEE P1149.1의 아키텍쳐, 또는 스캔 아키텍쳐에 기초한 소정의 다른 직렬 형
태와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된 제어기를 제공함으로써, 메모리로의 판독/기입 억세스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 제어기를 메모리 억세스 제어기(MAC)라 하는데 단일 P1149.1 TAP 기입 또는 판독 동작을 사용하여 연
속적으로 메모리에 기입하거나 메모리로부터 판독하는데 필요한 내부 시간 및 제어신호를 제공한다. 이
러한 방법의 장점은 상술한 바와 같은 다중 TAP 판독 또는 기입 동작을 통해 반복 사이클을 가질 필요성
을 제거한다.

제5도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은 DREG와 메모리의 조합과 함께 P1149.1 아키텍쳐가 포함되어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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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실시예의 MAC가 도시되어 있다. 제5도는 MAC(38)이 검사 버스(28)로부터의 입력 및 TDI 입력을 수
신하고, RDO 출력을 멀티플렉서(22)로 출력한다는 점에서 제1도와 다르다. 메모리 억세스 동작이 수행되
지 않을 때, MAC(38)은 비활성적이고, 아키텍쳐는 제1도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동작한다. 그러
나, 명령어가 메모리 판독 또는 기입 동작을 인에이블하는 IREG 내에 로드될 때, TAP(12)와 TMS 및 TCK 
제어 신호로 동시에 동작하기 위해 MAC는 버스(28)로부터의 제어 입력을 경유하여 인에이블된다.

메모리  억세스  동작  중에,  MAC(38)은  제5도에  도시된  DREG  및  메모리를  동작시키는  버스(26)  상의 
TAP(12)로부터 출력된 신호들을 제어한다. 판독 및 기입 동작 중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MAC(38)은 메모리 억세스 중에 TAP와 TMS 및 TCK 입력들을 모니터 하여 버스(26)상에 제어신호를 출력한
다. 메모리 판독 동작 중에 MAC는, 메모리 데이타가 검사 버스 제어기 시프트 아웃될 DREG(34)로 로드될 
때를 결정한다. 메모리 기입 동작 중에, MAC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의 DREG(34)로 시프트된 데이
타가 메모리 내에 로드될 때를 결정한다. 다음의 예들은, MAC가 상술한 방법에 의해 메모리 판독 및 기
입 동작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4도에 도시된 목표 IC의 내부 아키텍쳐는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를 포함한다. 메모리 판독 동
작 중에, 검사 버스 제어기는 각 IC의 IREG에 명령어를 로드시키기 위해 제4도의 IC들의 TMS 및 TCK 입
력들을 제어한다. 목표 IC(33)을 제외한 모든 IC들은 바이패스 DREG를 선택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
표 IC는 MAC(38)을 인에이블 시키고 판독 동작을 위해 DREG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
표 IC의 DREG(34)는 길이가 8비트이고, 100개의 IC(T+1 내지 T+m)들은 목표 IC와 검사 버스 제어기 사이
에 존재한다.

DREG(34)가 로드되고 메모리 데이타를 시프트 아웃시킬 때 MAC(38)이 제어되기 때문에, 전체 메모리를 
판독하는 태스크(task)는 하나의 판독 동작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TMS 및 TCK 신
호들을 제어함으로써 판독 동작을 개시할 때, IC(T+1 내지 T+m)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은 논리 0으로 프
리로드하고, MAC(38)은 제1의 8-비트 메모리 데이타 워드로 목표 IC의 DREG를 로드시킨다. 검사 버스 제
어기(32)가 시프트 동작을 개시시키기 위해 제어 신호를 출력시킬 때, IC들(T+1 내지 T+m)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과 목표 IC의 DREG는 검사 버스 제어기의 RDI 입력을 향해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기 시작한다.

데이타 비트의 시프트를 종료시에 목표 IC의 DREG 내에 초기에 로드된 8-비트 데이타 워드는 DREG으로 
시프트 아웃되고 제1의 8개의 IC(T+1 내지 T+8)들의 바이패스 비트들로 시프트 인 된다. 최종 데이타 비
트(제8비트)가 DREG으로 시프트 아웃될 때, MAC(38)은 메모리(36)으로부터 다음 8-비트 데이타 워드를 
로드시키기 위해 버스(26)상에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이 로드 동작은 TCK가 DREG(34)의 최종(제8번째) 
비트를 시프트 아웃시키는 중에 발생하므로 다음 워드의 제1비트가 다음 TCK 시프트 사렌클 상에서 시프
트 아웃될 수 있다. IC(1 내지 m)의 바이패스 비트들은 검사 버스 제어기의 TDI 입력으로의 메모리 데이
타 인루트(memory data enroute)에 대한 임의 저장 위치로서 작용한다. 최종 8-비트 데이타 워드가 로드
되고 목표 IC의 메모리를 시프트 아웃될 때까지 MAC(38)은 8개의 TCK마다 이 로드/시프트 동작을 반복한
다. 검사 버스 제어기는 IC(T+1 내지 T+m)들의 바이패스 비트들에 임의로 저장된 모든 메모리 데이타 비
트들을 수신할 때까지 판독 동작을 지속한다.

메모리 판독 동작 중에, 검사 버스 제어기의 TDI 입력에 입력된 제1의 100 비트들은 IC(T+1 내지 T+m)들 
내의 초기 프리로딩 바이패스 레지스터 비트들로부터의 논리 0 스트림이다. 100개의 논리 0들이 바이패
스 비트를 시프트 아웃한 후, 검사 버스 제어기(32)는 목표 IC의 메모리로부터 8-비트 직렬 데이타 워드
들을 수신한다. 메모리가 1,000개의 8-비트 데이타 워드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면, 검사 버스 제어기
는 초기의 100개의 바이패스 비트들이 수신된 후에 8-비트 직렬 데이타 워드들의 1,000개의 패킷들을 수
신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직렬 메모리 데이타를 수신한 후, 제4도에 도시된 IC(30) 내의 TAP(12)
가 시프팅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판독 동작을 종료하도록 하기 위해 TMS 및 TCK 신호들을 제어한다.

테이블3은 제4도에 도시된 각 IC의 TAP가 MAC를 사용하여 판독 동작중에 완전히 전이되는 상태를 나타낸
다. 테이블3은 데이타의 시프팅을 개시하기 전에 판독 동작을 개시 시에 3개의 TCK를 취하는 것을 나타
낸다. 3개의 TCK들중 하나의 TCK는 DREG내에 데이타를 로드하는데 사용되고, IC(T+1 내지 T+m)들의 바이
패스 레지스터들이 논리 0으로 로드되며, 목표 IC의 DREG는 제1의 8-비트 메모리 워드로 로드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데이타의 수신을 개시하기 전에, 바이패스 레지스터 비트 내에 로드된 100개의 논리 
0은 100개의 TCK를 취하는 IC(T+1 내지 T+m)들로부터 모두 시프트 되어야 한다. 100개의 논리 0이 출력
된 후, 검사 버스 제어기(32)는 8,000개의 TCK를 필요로 하는 목표 IC의 메모리로부터 1,000개의 8-비트 
직렬 데이타 워드를 수신하기 시작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메모리로부터 8,000개의 데이타 비트를 
수신한 후, 이것은 메모리 판독 동작을 종료하기 위해 2개의 추가 TCK를 수신한다. 제4도에 도시된 목표 
IC로부터 1,000개의 8-비트 메모리 워드를 판독하는데 필요한 TCK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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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모리 기입 동작 중에, 검사 버스 제어기(32)은 각 IC의 IREG 내에 명령어들을 로드시키기 위해 제4도
에 도시된 IC(30)의 TMS 및 TCK 입력 상에 제어 신호를 입력한다. 목표 IC를 제외한 모든 IC들은 바이패
스  DREG를  선택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는  MAC(38)을  인에이블  시키고  기입  동작을  위한 
DREG(34)  및 메모리(36)을 구성하는 명령어로 로드된다. 목표 IC(34)의 DREG(34)는 길이가 8비트이고, 
100개의 IC(T+1 내지 T+m)들은 검사 버스 제어기(32)와 목표 IC(33) 사이에 있다.

DREG(34)가 데이타로 시프트되고 그것이 메모리(36)내에 기입될 때 MAC(38)가 제어되기 때문에, 전체 메
모리를 기입하는 태스크는 한 번의 기입 동작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TMS 및 TCK 
신호들을 제어함으로써 기입 동작을 개시하면, IC(1 내지 n)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은 논리 0들로 로드
되고 MAC(38)은 제1데이타 워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메모리를 준비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시프트 동작
을 개시하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할 때, IC(1 내지 n)들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은 논리 0들을 출력하고 검
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 데이타를 입력한다. 목표 IC내의 MAC(38)은 START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메모
리 내에 데이타를 기입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START 신호는 모든 논리 0이 IC(1 내지 n)내의 바이패스 
비트들을 시프트 아웃하고 바이패스 비트들이 목표 IC 메모리에 로드되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의 
데이타로 채워지는 것을 나타낸다.

MAC(38)이 START 신호를 수신할 때, 이것은 DREG 내에 데이타를 시프트시킨다. IC(1 내지 n)내의 바이패
스 비트들은 목표 IC(33)으로의 데이타 인루트에 대한 임의 저장 위치로서 작용한다. DREG가 8비트의 데
이타를 수신한 후, MAC(38)은 메모리내에 8-비트 데이타 워드를 기입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메모
리 내에 8-비트 데이타 워드를 기입함으로써 실행되는 DREG 내에 8비트의 데이타를 수신하는 프로세스는 
기입동작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계속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목표 메모리 내에 기입될 모든 데이타
를 출력하고, IC(1 내지 n)의 바이패스 비트들을 통해 데이타를 시프트하며, 목표 IC 메모리 내로 데이
타를 스프트 한 후, TMS 및 TCK 신호들의 제어신호를 출력함으로써 기입 동작을 종료시킨다.

테이블4는 제4도의 각 IC(30)의 TAP(12)가 기입 동작 중에 완전히 전이되는 상태를 나타낸다(제2도와 관
련하여 상술하였음). 이 테이블은 검사 버스 제어기(32)와 목표 IC(33) 사이의 100개의 IC들과,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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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타 워드를 갖는 메모리(36)을 나타낸다. 테이블4는 데이타의 시프팅을 개시하기 전에, 기입 동작
의 개시 시에 3개의 TCK를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3개의 TCK들중 하나의 TCK는 100개의 IC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을 논리 0으로 로드 시키는데 사용된다. MAC(38)이 직렬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DREG(34)를 인
에이블시키기전에, 100개의 논리 0들 전부는 100개의 TCK를 필요로 하는 100개의 IC의 바이패스 레지스
터 비트들을 시프트 아웃 시켜야만 한다. 100개의 논리 0들이 시프트 아웃된 후, MAC는 IC(1 내지 n)내
의 바이패스 비트들을 경유하여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 목표 IC에 전송된 1,000개의 8-비트 데이타 
워드를 수신하기 시작한다. 이 동작은 8,000개의 TCK가 필요하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목표 IC의 메모리
에 8,000개의 데이타 비트들을 입력시킨 후, 메모리 기입 동작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추가 TCK를 
수신한다. 목표 IC의 메모리 내에 1,000개의 8-비트 메모리 워드를 기입하는데 필요한 TCK들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이러한 2가지 예에서, 억세스 메모리에 P1149.1 T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상기 2개의 예를 비교해 보면, 
MAC가 억세스 메모리에 필요한 TCK의 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알수 있다. 상술한 2가지 
MAC의 예와 1MHz의 TCK 주파수를 사용하면, 1,000개의 위치를 갖는 메모리에 대한 억세스 시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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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MAC를 사용하는 8.1x10초의 억세스 시간과 P1149.1 T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113x10초의 억세스 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MAC가 P1149.1 TAP 프로토콜에 의해 요구된 7%의 시간만을 사용하는 동일한 크기의 메모
리를 억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메모리내에 데이타를 기입하는 MAC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START 신호를 참조한다. START 신호는 바이패
스 비트들로부터 데이타를 입력하기 시작하는 시간과 메모리(36)내에 데이타를 저장하는 시간을 MAC(38)
에 알려준다. 다음의 4가지 방법은 MAC에 START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언급된 방
법들 이외의 다른 방법들도 기입 동작을 개시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기입 동작이 개시된 후, IC(30)의 TAP(12)는 SHIFTDR 상태일 수 있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검사 버스 제
어기의 제어기의 출력과 목표 IC의 입력 사이에 다수의 IC(1 내지 n)이 배치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
지되어 있기 때문에, SHIFTDR 상태로부터의 TAP를 EXIT1DR 상태를 거쳐 PAUSEDR 상태로 전이 시킨다음, 
EXIT2DR 상태를 거쳐 PAUSEDR 상태로부터 SHIFTDR 상태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선행 IC(1 내지 n)의 바이
패스 비트들로 데이타가 시프트된 후에 START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목표 IC 내의 MAC는 무엇보다 먼
저 PAUSEDR 상태로 들어가는 TAP를 감지하는 것에 기초하여 기입 동작을 개시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기
입 동작이 개시됐을 때, MAC는 나머지 기입 동작 중에 소정의 후속 PAUSEDR 상태 엔트리(entry)들을 무
시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이것의 출력과 목표 IC의 입력 사이에 다수의 IC(1 내지 n)이 배치되는 여러가지 방
법들이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내에 기입될 수 있는 실제 직렬 데이타 비트들에 선행하는 헤더라
고 하는 직렬 비트들을 출력함으로써 START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목표 IC(33)내의 MAC(38)은 IC(1 
내지 n)들의 바이패스 비트들로부터 출력된 직렬 데이타 비트들을 검사함으로써 헤더의 발생 상태를 모
니터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바이패스 비트들이 초기에 프리로드 동작으로부터 논리 0들을 초기에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 1은 데이타보다 앞서 출력되고, MAC는 헤더의 개시 비트인 제1논리 1을 모
니터한다. 제1논리 1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짓 헤더 입력상의 기입 동작을 개시하는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가 수의 헤더 비트들이 MAC에 입력될 수 있다. MAC는 헤더 비트 길이 및 패턴 순서를 알게 된
다. MAC가 모든 헤더 비트들을 수신한 후, 이것은 기입 동작을 개시한다.

MAC(38)은 기입 동작 이전에 로드될 수 있는 카운터를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카운터는 목표 IC와 
검사 버스 제어기 사이에 배치되는 IC(1 내지 n)들의 수로 로드된다.기입 동작이 개시된 후, MAC(38)은 
각 시프트 동작중에 카운터를 감소 시키기 시작한다. 카운터가 최소 카운트에 도달하면, 메모리내에 시
프트될 데이타가 목표 IC의 TDI 입력상에 제공되고 MAC(38)은 데이타를 입력시키기 시작하며, 그리고 메
모리에 저장하기 시작한다.

MAC(38)은 기입 동작이 개시될 때를 결정하기 위해 IC상의 핀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데이타가 목표 TDI 핀에서 내부 메모리에 입력 및 저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를 목표 
IC(33)에 지시하기 우해 검사 버스 제어기는 추가 검사 핀을 경유하여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신호는 데이
타가 IC(1 내지 n)의 바이패스 비트들을 통해 시프트된 후에 검사 버스 제어기에서 목표 IC로 출력된다.

제6도에는 MAC/TAP의 예시적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MAC(38)은 상술한 4개의 상이한 
형태의  개시  지시자  (Start  indicators),  즉  (1)  TAP의  PAUSEDR  신호,  (2)  헤더  검출기(Header 
Detector),  (3)  카운터 COUNT  COMPLETE  신호, 및 (4)  EXTERNAL  TRIGGER를 수신할 수 있다. TAP(12)는 
PAUSEDR 신호선을 경유하여 멀티플렉서(40)에 접속된다. 또한, TAP(12)의 출력은 멀티플렉서(42)의 입력
에 접속된다. 헤더 검출기(44)는 TDI 신호를 수신하여 멀티플렉서(40)으로 MATCH 신호를 출력한다. 카운
터(46)은 TMS 및 TCK 신호들을 수신하여 멀티플렉서(40)로 COUNT COMPLETE 신호를 출력한다. 외부 디바
이스  노드(48)은  EXTERNAL  TRIGGER을  경유하며  멀티플렉서(40)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40)의  출력인 
SATRT 신호는 TMS 및 TCK 신호들과 함께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에 접속된다. IREG 제어 버스(28)은 
멀티플렉서(40 및 42)의 선택 포트들과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에 접속된다.

동작시에,  IREG  버스(28)로부터의 제어신호는 멀티플렉서(42)를 경유하여 제어 버스(26)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TAP(12)의 출력 또는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의 출력을 선택한다. 이 출력이 선택되면, 활성 
START 신호를 발생시키는 개시신호, 즉 PAUSEDR, MATCH, COUNT COMPLETE 또는 EXTERNAL TRIGGER 중의 한 
신호가 활성 상태로 될 경우,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이 인에이블 된다.

개시 지시자가 MAC 기입 동작 중에만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MAC 판독 동작은 개시 지시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판독 동작은 개시 지시자도 사용한다. 제6도에 도
시된 모든 개시 지시자는 MAC의 설계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MAC는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에 입력되는 
개시 지시자들 중 하나의 지시자만으로 동작되어 멀티플렉서(40)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형
태의 개시 지시자들이 고안될 수 있고 이 명세서에 기술된 것들 외에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에 입력될 
수 있다.

IC 내의 선택된 DREG를 통해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기 위해서 TAP(12)가 버스(26)상의 멀티플렉서(42)로
부터의 제어신호를 출력시키도록 보통 선택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MAC(38)이 버스(26)상에 제어를 출력
하는데 선택되는 시간은 직렬 입력 또는 출력 동작을 위해 MAC(38)을 선택하도록 명령어가 IREG(20)에 
로드될 때의 시간이다. MAC 동작 메모리 판독 동작중에,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해서, 직
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은 IREG(20)으로부터의 입력에 의해 인에이블될 수 있고 입력(TMS 및 TCK)을 제
어한다. 메모리 판독 동작중에, 개시 지시는 필요하지 않고,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은 데이타를 출
력하기 위해서 TMS 및 TCK 입력들에 직접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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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동작 메모리 기입 동작 중에,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은 디바이스에 데이타를 입력시키기 위해 
IREG로부터의 입력에 의해 인에이블될 수 있고 입력(TMS 및 TCK)을 제어한다. 기입 동작을 위해 직렬 입
력/출력 제어기(50)을 암(arm)하기 위해 IREG로부터의 입력들과 TMS 및 TCK 입력들을 제어할 때,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이 멀티플렉서(40)으로부터의 START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는 기입 동작을 발생시키
지 않는다.

제6도에서, 기입 동작이 4개의 상이한 신호들 중 한 신호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4
개의 상이한 신호들은 TAP(12)로부터 출력된 PAUSEDR 상태, 헤더 검출기(44)로부터 출력된 MATCH 신호, 
카운터(46)으로부터의 COUNT COMPLETE 신호, 및 외부 노드 신호이다. IREG(20)내의 명령어는 기입 동작
을 개시하기 위해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에 입력되는 개시 지시자를 선택한다.

기입 동작을 개시하는 한 방법은 TAP의 내부 PAUSEDR 상태를 이용한다. 이 방법이 선택되면, PAUSEDR 상
태(제2도 참조)는 TAP(12)로부터 출력되고 멀티플렉서(40)을 경유하여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에 결
합된다. 이 방법이 사용될 때, 검사 버스 제어기(32) [제4도참조]는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 동작을 개시
하기 위해서 TMS 및 TCK를 제어한다. 이 제어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의 데이타가 디바이스(1 내
지 n)을 통해 목표 디바이스(33) [제4도참조]을 향해 시프트 되도록 한다. 데이타가 목표 디바이스(33)
의 TDI 입력에 도달할 때, 검사 버스 제어기(32)는 모든 디바이스(1+n 및 디바이스)의 TAP들이 PAUSEDR 
상태(제2도  참조)로  들어가게  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은,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SHIFTDR  상태(제2도 참조)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시프팅되는 데이타를 재개하기 위해 TMS 
및 TCK 상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경우 개시 지시자로서 TAP(12)로부터 출력된 제1PAUSEDR 상태를 감
지하고 버스(26)상에 제어 신호를 출력시키도록 준비한다. 데이타의 시프팅이 재개된 후, 검사 버스 제
어기(32)는 목표 디바이스(33)에 로드될 모든 데이타를 시프티 인 시키게 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데이타 레지스터 스캔 동작중에 PAUSEDR 상태로 다시 들어가면,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은 TAP(12)로
부터 입력된 소정의 추가 PAUSEDR 신호를 무시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목표 디바이스(33)내에 로
드될 최종 데이타 비트를 출력하였을 때, 데이타가 시프트 동작을 종료하기 위해 TMS 및 TCK상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지전에 디바이스(1 내지 n)을 통해서 목표 디바이스내로 데이타가 통과하도록 하기 우해 
스캔 경로를 시프트 시키는 것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방법의 한가지 장점은 기입 동작을 개시하기 위한 논리가 TAP내에 이미 존재하고 추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술할 다른 방법은 추가 논리 또는 추가 디바이스 입력을 필요로 한다.

기입 동작을 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헤더 검출기 논리(44)를 이용한다. 헤더 검출기 논리(44)의 블
럭도는 제7도에 도시되어 있다. 헤더 검출기 논리(44)는 헤더 값을 저장하기 위한 DREG(52), 기입 동작
중에 헤더 비트 순서를 수신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54), 및 수신된 헤더 비트 순서와 DREG(52)내에 
저장된 헤더패턴을 일치시키기 위한 비교기 논리(56)으로 구성된다. 시프트 동작 중에, DREG(52)는 목표 
IC(33)의 TDI 및 TDO 팬들에 결합된다.

이 기술은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목표 디바이스(33)에 기입될 수 있는 데이타를 출력하기 전에 선행 
헤더 비트 순서 (101101)를 출력한다고 가정한다. 기입 동작중에, 헤더 검출기 논리(44)는 직렬 데이타
를 시프트 레지스터(54)에 입력시켜 헤더 저장 레지스터 내에 프리로드된 헤더 값에 대해 직렬 데이타를 
비교한다. 초기에는, 시프트 레지스터(54)는 모든 0으로 리셋트(reset)되므로, 시프트 레지스터와 헤더 
저장 레지스터 사이의 일치가 디스에이블(disable)된다. 기입 동작이 개시되면, 시프트 레지스터(54)가 
디바이스(1 내지 n)내의 바이패스 레지스터들로부터 논리 0들을 수신하기 시작한다. 바이패스 레지스터 
논리 0들이 수신된 후, 시프트 레지스터(54)는 검사 버스 제어기(32)로부터 출력된 헤더 비트 순서를 수
신하기 시작한다. 전체 헤더가 시프트 레지스터(54)에 로드될 때, 시프트 레지스터 내용과 헤더 저장 레
지스터(52) 사이에 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 MATCH 신호는 비교 논리로부터 출력되어 멀티플렉서(40)을 
경유하여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에 입력된다.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이 헤더 검출기(44)로부터의 MATCH 신호를 감지할 때, 이것은 TDI 입력을 경
유하여 목표 디바이스(33)에 입력되는 직렬 데이타를 수신하기 시작하도록 버스(26)상에 제어신호를 출
력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목표 디바이스(33)에 로드될 최종 데이타 비트를 출력하면, 데이타가 
시프트 동작을 종료시키기 우해 TMS 및 TCK상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전에 디바이스(1 내지 n)을 통
해 목표 디바이스(33)내로 통과하게 되도록 스캔 경로를 지속적으로 시프트 시킨다.

기입 동작을 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카운터 논리를 이용한다. 카운터 논리(46)의 블럭도는 제8도에 도
시되어 있다. 카운터 논리(46)은 다운 카운터(down counter;58)을 실시하는 DREG 및 스캔 경로 상에 시
프트된 각 비트에 대한 카운터 감소 클럭(counter decrement clock)을 발생하기 위한 클럭 논리(60)으로 
구성된다. 다운 카운터(58)은 요구된 카운트 값을 카운터(58)내에 로드시키기 위해 데이타 레지스터 스
캔 동작에 의해 시프트될 수 있다. 시프트 동작중에, 다운 카운터는 목표 디바이스(33)의 TDI 및 TDO 핀
들에 접속된다. 이 카운터는 COUNT COMPLETE 신호선을 거쳐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최소 카운트 값을 감
지하기 위한 디코드 논리(decode logic)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은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기입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카운터(58)을 카운트 값으로 로드 시
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으로드된 카운트 값은 바이패스 레지스터 비트(1 내지 n)의 수와 같고, 데이타
는 목표 디바이스에 입력되기 전에 통과해야 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기입 동작을 개시하면, 카운
터는 데이타 비트가 제어기와 목표 디바이스 사이의 스캔 경로를 통과할 때마다 감소한다. 카운터가 최
소 값이 되어 COUNT COMPLETE 신호를 출력하면, 제어기로부터의 데이타는 디바이스(1 내지 n)의 모든 바
이패스 레지스터들을 통해 시프트 되어 목표 디바이스의 TDI 입력 핀에 공급된다.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이 카운터(58)로부터의 COUNT COMPLETE 신호를 감지하면, 제어기는 TDI 입력
을 거쳐 목표 디바이스(33)에 입력되는 직렬 데이타를 수신하기 시작하도록 버스(26)상에 제어신호를 출
력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32)가 목표 디바이스(37)내에 로드될 최종 데이타 비트를 출력하면, 제어기는 
시프트 동작을 종료시키기 위해 TMS 및 TCK 상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전에 데이타가 디바이스(1 내
지 n)을 통해 목표 디바이스(33)내로 통과하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스캔경로를 시프트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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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동작을 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 디바이스 입력 노드(48)을 이용
한다. 이러한 핀으로의 입력 소오스는 검사 버스 제어기(32) 또는 MAC가 기입 동작중에 목표 디바이스의 
TDI 입력 핀에서 데이타의 수신을 개시하고자 할 때를 지시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다른 디바
이스로부터 인입할 수 있다.

직렬 입력/출력 제어기(50)가 디바이스 노드(48)로부터의 외부 트리거 입력신호를 감지하면, 제어기는 
TDI 입력을 거쳐 목표 디바이스(33)에 입력되는 직렬 데이타를 수신하기 시작하도록 버스(26)상에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검사 버스 제어기가 목표 디바이스(32)내에 로드될 최종 데이타비트를 출력하면, 제어
기는 시프트 동작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TMS 및 TCK 상에 제어신호를 발생하기 전에 데이타가 디바이스(1 
내지 n)을 통해 목표 디바이스 내로 통과하게 되도록 스캔 경로를 지속적으로 시프트 시킨다.

다수의 집적 회로들을 접속하는 검사 버스를 사용하는 양호한 실시예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마찬가지로, 
버스는 단일 집적 회로내의 분회로(Subcircuits)를 접속하는데 사용되거나, 다수의 집적 회로들로 각각 
구성되는 회로들을 접속하는데도 사용된다. 또한, 양호한 실시예가 검사 데이타의 전송과 관련하여 기술
하였지만 이것은 디바이스들 사이의 소정 형태의 데이타 통신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을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 정의된 발명의 개념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화, 응용 및 변경
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바이스와의 통신에 적한한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 회로, 상
기 디바이스 및 상기 버스에 결합된 저장 회로, 상기 버스와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데이타를 시프트 시
키도록 동작 가능한 인터페이스 회로 및 상기 디바이스와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 가능한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
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회로가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회로가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가 상기 버스 회로에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로, 그리고 상기 시
프트 레지스터에서 상기 버스 회로로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회로에 결합된 다수의 시프트 레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가 상기 버스 회로와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들 중의 선택된 하나의 
레지스터 사이에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디바이스와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로부터의 신호
에 응답하는 상기 저장 회로와의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디바이스와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로부터의 중지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디바이스와 선정된 순서에 데이타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는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
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데이타를 수신하여 저장하기 위한 제1레지스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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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정된 순서의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제2레지스터 및 상기 제1레지스터 내에 저장된 데이타와 제2
레지스터 내에 저장된 데이타 사이의 일치 신호에 응답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비교 회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디바이스와, 카운터가 선정된 수를 카운트 하는 
것을 지시하는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버스 회로에 결합되어 클럭킹 신호에 응답하는 
카운터 내부에 저장된 값을 증가시키는 카운터 및 선정된 값을 저장하는 상기 카운터에 응답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상기 버스 회로에 결합되어 클럭킹 신호에 응답하는 
카운터 내부에 저장된 값을 감소시키도록 동작 가능한 카운터 및 선정된 값을 저장하는 상기 카운터에 
응답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에 결합되어 상기 버스 상에 데이타를 전송시키는 버스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제어기가 상기 버스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7 

디바이스와의 통신하도록 동작 가능한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 
회로, 상기 버스 회로에 결합되어 선택적으로 상기 버스 회로로부터 데이타를 시프트 인시키고 상기 버
스 회로로 데이타를 시프트 아웃시키도록 동작 가능한 저장 회로, 상기 버스 회로와 상기 저장 회로 사
이의 전송된 데이타를 제어하도록 동작 가능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회로 및 다중 시프트 동작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순환시킬 필요 없이 데이타가 디바이스에 기입되거나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되도록 상기 
버스 회로와 상기 저장 회로 사이에 전송된 데이타를 제어하도록 동작 가능한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 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회로가 하나 이상의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디바이스로 데이타를 
기입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들중 하나의 신호가 상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회로가 상태 머신을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제어 신호
들이 상기 상태 머신의 선정된 상태와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상태들중 하나의 상태가 중지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
터페이스.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들중 하나의 제어 신호가 선정된 순서의 데이타를 인식하는 것에 응답
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억세스 제어 회로가 카운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신호들 중 하나의 
신호가 선정된 값의 카운트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들 중 하나의 신호가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통신 인터페이스.

청구항 25 

다수의 인터페이스 회로들에 결합된 직렬 데이타 버스와 관련된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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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와 관련된 레지스터 내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버스 상에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는 단계 및 상기 최
종 데이타 비트가 상기 레지스터로 시프트 아웃된 후에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레지스터 내로 추가 
데이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
신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로부터 데이타를 시프팅하는 상기 단계가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들중 한 
회로를 후속적으로 통과하는 데이타를 시프팅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
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로부터 전송된 데이타 비트들의 수를 카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타가 상기 버스로 전송된 것을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발
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
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버스 상에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고,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선행하는 각각의 인터페
이스 회로를 통해 상기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는 단계,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도달하여 상기 버스 
상에 시프트된 상기 데이타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와 
관련된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0 

다수의 인터페이스 회로들에 결합된 직렬 데이타 버스 회로와 관련된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
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버스 상에 데이타를 시프트 시키고,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선
행하는 각각의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해 상기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시프트시키는 단계, 상기 목표 인터페
이스 회로에 도달하는 데이타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타를 전송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있어서,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선행하는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들과 관련된 레
지스터들을 선정된 값으로 로드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
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제어 하에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와 관련된 레지스터를 로
드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
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가 상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상태에 응답하는 제어 신호를 발
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
법.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가 선정된 순서의 데이타를 인식하는 것에 응답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가 선정된 값의 카운트에 응답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가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의 외부 회로에 의해 발생된 제어 신호에 응답
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표 인터페이스 회로에 결합된 디바
이스와 통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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