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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 내의 기능 로직의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및 전자 장치 제어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어레이(FPGA) 내에서 구현되는 기능 로직(functional logic)에 대해 개선된 디버깅 및 수리 능력

을 제공한다. 특정 테스트 로직 구성(special test logic configurations)은 FPGA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디버깅을 증

진시킬 수 있다. 레지스터는 추적 프로그램에 의한 액세스를 위한 내부 신호의 스냅샷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고, 테

스트 멀티플렉서는 외부 테스트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핀에 실시간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FP

GA가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스냅샷 정보를 인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디버깅이 조정되어, 전체 시스템 동작의 정교한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특정 테스트 회로는 특정 테스트 

로직 구성 내에서 사용되어 여러 가지 이벤트 및 에러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카운터는 시스템 프로세서 실행이 하

드웨어 추적 포인트에 도달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카운터 값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교기는 특정 데이터 

또는 어드레스 값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벤트 검출기는 기능 로직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로직 값의 조합을 검

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를 구비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블록도,

도 2는 도 1의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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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 내의 PCI 인터페이스와 컬러 플레인 모듈(color plane module)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도 3의 컬러 플레인 메모리 모듈 내에서 제어 회로를 구현하는 FPGA의 블

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동적 구성가능 제어 회로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tracing)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애플리케이션 서버

13 : 워크스테이션 14 : 프린터

15 : 네트워크 16 : 인터페이스

17 : 로컬 제어 콘솔 18 : 프린터 서버

19 : 프린터 엔진 21 : 터치 스크린

22 : 키패드 23A, 23B : 프로세서

24 : 메모리 25 : 프린터 그래픽 제어기

26A, 26B : PCI 인터페이스

27A 내지 27D : 컬러 플레인 인터페이스

28 : PCI 버스 29 : 인터페이스

31 : PCI 인터페이스 FPGA 32 : 구성 롬

33 : 컬러 플레인 인터페이스 FPGA 34 : 래스터 제어기

35 : 테스트 회로 36 : 그래픽/프린터 메모리

37 : 테스트 포인트 41 : 인터페이스 회로

42 : 레지스터 어레이 43 : 멀티플렉서

44 : 데이터 선택기 45 : 비교기

46 : 래치 47 : 이벤트 검출기

48 : 카운터 49 : 기타 여러가지 테스트 회로

50 : 래스터 제어기로부터의 테스트 포인트 신호

51 : 래스터 제어기로부터의 직류 신호

52 : 래스터 제어기로부터의 정적 신호

53 : 특정 조합의 로직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필드 프로그램 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내에 구현된 내장

형 테스트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FPGA 내의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tracing)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필드 프로그램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는 2진 정보의 다운로드를 통해 로직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직 설계 구현시의 융통성을 제공한다. 최근의 FPGA 기술 발달은 하나의 집적회로(IC) 패키지 내에 100,000개 이

상의 게이트를 갖는 FPGA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FPGA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전용 주변 장치, 특히 고속이며 재구성이 유리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종종 사용

된다. 예를 들면, 비트 단위 정보(bit-plane information)를 직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전

자 기술과 프린터 그래픽 전자 기술은 FPGA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되어 왔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마이크로컨트롤

러는 비트스트림의 고속 직렬화/직렬화 해제(high-speed serialization/de-serialization)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용 초고밀도 집적 회로(VLSI circuit)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VLSI 회로는 게이트 어레이로서, 한

번 설계되면 VLSI 회로의 다른 버전(version)이 설계되고 검증될 때까지 결코 변경되지 않는 마스크(mask)를 갖는다

. VLSI 회로는 마스크 설계와 생산 설비에 대해 높은 비 회귀성 엔지니어링 비용(non-recurring engineering cost : 

NRE cost)을 갖는다. FPGA는 빠른 설계 및 변형 시간(design and modification turn-around)과 재 구성력을 포함

하는 또 다른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

FPGA 설계는 설계 과정 동안 그리고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속히 변경될 수 있고 또 다른 로직 구성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및 디버깅 프로세스에 대해 짧은 설계 변환 주기(대부분 1시간 미만)를 갖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로직을 변경함에 의한 필드 사이트(field site)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있지만 그 필드에서 새로운 로직 

설계의 로우 레벨 동작(low-level behavior)을 검증할 빠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필드 디버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FPGA에서 구현될 수 있는 회로의 복잡성 때문에, FPGA로부터의 수많은 입력/출력 핀(I/O pins)을 사용하지 않

고, FPGA 내에서 매개 신호의 측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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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PGA내의 로직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을 구현하여 FPGA를 사용하는 컴퓨

터 주변 장치의 필드 테스팅 및 설계 디버깅을 위한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목적은 동적 재구성 가능한 테스트 회로를 사용하여 기능 로직 내의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과 장치로

달성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재구성 가능한 테스트 회로 세트는 디버깅과 수리(troubleshooting)를 위한 측정을 하는

데 사용된다. 개개의 테스트 회로는 소프트웨어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테스트 정보는 마이크로컨트

롤러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테스트 회로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이 테스트 정보는 소프트웨어 추적 정보와 

동기화되어, 단일화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적 히스토리(trace history)를 제공한다. 테스트 회로는, 설계 엔지

니어 혹은 필드 서비스 업자가 기능 로직 혹은 소프트웨어 내의 문제 원인을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카운터, 

이벤트 검출기(event detectors), 비교기 및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특징이라 생각되는 새로운 형태가 첨부된 청구항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뿐만 아니라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사용 모드, 또 다른 목적 및 이점은 구성 요소를 지칭하는 숫자가 기입된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읽을 때 후

속하는 구체적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특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되는,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를 갖는 컴퓨터 네트워크

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ver)(12)는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13)과 프린터(

14)를 갖는 네트워크(15)에 접속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12)는 워크스테이션(13)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 가령 

프린터에 타겟된(targeted) 프린터 요청의 스풀링(spooling a print request)을 수행할 수도 있다.

프린터(14) 내의 로컬 제어 콘솔(local control console)(17)은 본 발명에 따라 특정 테스트 모드의 선택 및 디스플레

이를 포함하여 프린터(14)의 동작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워크스테

이션(13)은 네트워크를 통해 테스트 모드와 추적 포맷을 제어하고, 인터페이스(16)는 본 발명의 추적 결과를 디스플

레이하기 위해 사용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6)는 네트워크(15)에 프린터 접속을 제공하고 프린터 명령과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추적 결과를 포함하여 프린터 상태와 질의 응답(query response)을 네

트워크(15)에 송신한다. 프린터 서버(18)는 네트워크(15)에 대해 서버(server)로서 동작하고 모든 스풀링 기능과 기

타 프린터 지원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프린터 엔진(19)은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고, 그래픽 입력 데이터를 변환하며, 

프린터 헤드/레이저 위치 및 프린터 상태 등을 제어하는 프린터(14)의 부분들을 포함한다.

도 2는 프린터(14)의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6)는 네트워크(15)를 프린터 서버(18) 

내의 프로세서(23A, 24B)에 접속시킨다. 프로세서(23A, 23B)는 프로세서(23A, 24B)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메모리(24)에 접속된다. PCI 버스(28)는 프로세서(23A, 23B)와 메모리(24)를 로컬 제어 콘

솔(17)에 접속시킨다. 프린터(14) 동작을 제어하는 터치 스크린(21)과 키패드(keypad)(22)는 로컬 제어 콘솔(17) 내

에 있다.

프린터 엔진(19)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컬러 플레인 인터페이스(27A 내지 27D)를 갖는다. 컬러 플레

인 인터페이스(27A 내지 27D)는 PCI 인터페이스(26A, 26B)에 의해 PCI 버스(28)에 접속된다. 프린터 엔진(19)은 

프린터 그래픽 제어기(25)를 제어하여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의 프린터 헤드를 구동하기 위한 그래픽 출력

을 제공한다.

도 3은 도 2의 PCI 인터페이스(26A) 및 컬러 플레인 인터페이스(27A)의 세부를 도시하고 있다. PCI 인터페이스 FP

GA(31)는 개시시에 구성 롬(Configuration ROM)(32)에 의해 구성된다. PCI 인터페이스 FPGA의 파워업(power-up

) 구성(configuration)은 각각 구성 롬(32)으로부터 FPGA 구성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사전 구성된다(pre-configure

d). 일단 구성 롬(32) 내에 포함된 구성은 로드(load)되면, PCI 인터페이스 FPGA(31)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

하며,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컬러 플레인 인터페이스(27A)는 FPGA(33)을 포함한다. FPGA(33)는 프로세서(23A 또는 23B)에 의해 PCI 인

터페이스로 전송된 구성 이미지 데이터에 의해 구성된다. 구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될 때, FPGA(33)는 래스

터 제어기(Raster controller)(34)와 같은 기능 회로뿐만 아니라 테스트 회로(35)를 포함한다. 래스터 제어기(34)는 

그래픽/프린터 메모리(36)를 PCI 인터페이스(31)를 통해 PCI 버스(28)에 접속시켜,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

이터를 프린터 그래픽 제어기(25)가 사용하도록 그래픽/프린터 메모리(36) 내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원하는 테스트 

기능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테스트 회로(35)는 실제로 래스터 제어기(34) 내의 소정의 신호에 접속되어, 래스터 제

어기(34)가 개선된 테스팅, 디버깅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테스트 포인트(37)는 FPGA(33) 내에 있는 신호의 실시간 외부 측정을 위해 제공되고, 또한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디

버깅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PCI 인터페이스(26A)를 경유하여 PCI 버스(28)를 지나 프로세서(23A, 23B)로 송

신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FPGA(33)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인터페이스(29)는 PCI 인터페이스(31)가 래스

터 제어기(34)와 통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회로(41)에 접속되어 있다. 래스터 제어기로부터의 내부

신호(50, 51, 52)는 테스트 회로(35)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테스트 회로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계는 FPG

A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행해지고, 네트워크(15)에 접속된 영구 저장 장치 내에 저장되거나 메모리(24) 내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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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코드 내에 포함되거나 FPGA(33)에 선택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 구성 램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2진 이미지 파

일이 생성된다. 원하는 특정 회로, 디버깅 시퀀스 또는 요청된 추적 출력의 레벨(sparse vs. verbose)에 따라 서로 다

른 구성이 FPGA(33) 내에 로드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FPGA(33)의 구성에는, 예시적 테스트 회로(35)가 도시되어 있다. 몇몇 요소들은 모든 구성 이미지에 

공통되는 반면, 다른 요소들은 특정 테스트 및 디버깅 동작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주변 장치의 디버깅/설계 단계 동안,

후에 보수(maintenance)와 필드 수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스트 회로의 라이브러리(library)를 구성하는 것이 유

용하다. 특정 포인트가 기능 로직으로부터 선택되고 특정 회로가 테스트 회로(35) 내에서 구현되어 수리가 진전되도

록 할 수 있는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FPGA(33)로의 다운로드를 위해 

새로운 구성 이미지가 개발된다. 기능 로직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은 테스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만, 기능 로

직의 전체 동작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테스트 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주기에 유용하다.

또한, 레지스터 어레이(42)에 유지되고 인터페이스(29)에 제공되는 정보는 에러 검출의 기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가령, 래스터 제어기(34)는 패리티 에러, 그래픽 오브젝트 시퀀스 에러 및 그래픽 오브젝트 타입 에러를 검출하기 위

한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검출된 에러의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의 내부 신호(52)가 레지스터 어레이(42) 내에 

래치(latch)될 수 있다. 특정 신호의 선택은 그 에러 타입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러 타입에 기초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내부 신호(52)는 래치될 수 있고 추적 프로그램의 출력 포맷은 에러 원인의 판단을 돕는 

형태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추적 프로그램 출력은 네트워크(15)를 통해 전송되어 원격 디버

깅을 허용할 것이다. 인터넷 접속은 인터넷 혹은 인트라넷 접속으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그래픽 혹은 텍스트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선택기(44)는 레지스터 어레이(42)로부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 로직(래스터 제어기(34))으로부터의 직

류 신호(51)를 인터페이스하는데, 이로 인해 래스터 제어기(34)로부터의 정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선택기(44)는 비교기(45), 카운터(48)는 물론 기타 테스트 회로(49)와 같은 전문 테스트 회로로부터 데이터를 선택한

다. 비교기(45)는 특정 값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데, 가령 특정 데이터 값 혹은 어드레스가 래스

터 제어기(34)에 의해 처리될 때 출력을 생성한다. 이벤트 검출기(47)는 래스터 제어기(34)로부터의 로직 신호(53)의

특정 조합을 검출한다. 카운터(48)는 이벤트 검출기(47)에 의해 검출 가능한 이벤트가 일어난 수를 계수하거나, 그렇

지 않으면 패리티 에러와 같은 이벤트들 사이의 데이터 스트로브(strobe) 등의 몇몇 다른 클럭 신호의 변화(transitio

ns)를 계수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카운터는 데이터 의존적 에러 소스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가령, 카운터

는 테스트 회로(35) 내에서 구현되어 어느 그래픽 오브젝트가 래스터 제어기(34)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래픽 오브젝트 내에 정확히 어느 값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데이터 선택기(44)의 출력은 인터페이스 회로(41)를 통해 인터페이스(29)에 제공된다. 따라서, 데이터 선택기(44)에 

의해 선택 가능한 값은 PCI 인터페이스(26A)를 경유하여 PCI 버스(28)를 통해 액세스되어 프로세서(23A, 23B)에 의

해 사용된다.

래치(46)는 멀티플렉서(43)를 경유하여 FPGA(33) 상의 물리적 핀으로 출력하기 위한 테스트 포인트 신호(50)를 선

택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것은 로직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혹은 다른 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래스터 제어기(34)

로부터의 신호의 실시간 출력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멀티플렉서(43)는 외부 핀 접속에 의해 제어되어 테스트 포인

트 신호(50)로의 내부 노드 출력 선택을 제어할 수 있는데, 외부 핀은 래치(46)로부터 제공되는 선택 신호 대신에 혹

은 더하여 멀티플렉서 선택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

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방법은 프린터(14) 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 추적 프로그램 내에 구현

된다.

사용자 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출력을 위한 추적 포맷(디버깅 레벨)을 선택한다(단계 60). FPGA(33)을 위한 로

직 구성은 추적 포맷과 일치하게 선택되고(단계 61) 로직 구성은 FPGA(33) 내로 로드된다(단계 62). 외부 테스트 포

인트(37)를 위한 멀티플렉서 출력들이 선택되어(단계 63) 디버깅을 위해 필요한 임의의 외부 신호를 제공한다. 추적 

프로그램이 덤프 요청에 도달할 때(단계 64) 레지스터 어레이 내용이 판독되어(단계 65) 추적 프로그램은 그들을 디

스플레이에 파일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로서 출력하게 된다. 실행중에 소정의 에러가 덤프 요청이 인에이블될 추적 프

로그램에 의해 검출되는 경우(단계 66), (선택된 혹은 모든) 레지스터 어레이 내용은 판독되고(단계 67) 디스플레이에

파일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로서 출력할 것이다. 멀티플렉서 출력 선택(단계 63) 및 하드웨어 추적(단계 64 내지 단계 

68) 단계는 추적 프로그램이 종결되거나 프린터가 중지할 때까지 반복된다(단계 68).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할지라도, 본 명세서는 한정하는 취지로 구성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

다. 개시된 실시예의 다양한 변형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도 본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한 당업자에게는 자

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변형은 첨부된 청구항에 규정한 것과 같은 본 발명의 사상의 범위 내에서 제조될 수 있

다고 예상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함으로써,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

직 어레이 내에서 구현되는 개선된 디버깅 및 수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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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dynamically reconfigurable test circuits)를 사용하여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

(a field programmable logic circuit) 내의 기능 로직의 하드웨어 상태를 추적하는(tracing)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

법에 있어서,

상기 기능 로직의 동작을 추적하기 위해 다수의 테스트 모드 중 하나의 테스트 모드를 선택하는 제 1 선택 단계와,

상기 하나의 테스트 모드 선택 단계 후에, 상기 선택된 테스트 모드와 일치하게 상기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를

위한 다수의 구성(a plurality of configurations)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 2 선택 단계와,

상기 선택된 구성을 사용하여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상기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

로를 구성하는 단계와,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추적하여, 소프트웨어 추적 히스토리를 생성하는 단계와,

주기적으로 상기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 내의 레지스터 세트를 판독하여, 상기 추적 단계 동안 하드웨어 추적 

요청의 수신에 응답하여 하드웨어 추적 로그(hardware trace log)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소프트웨어 추적 히스토리와 동기하여 상기 레지스터 세트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추적 히스토리(full trac

e history)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단계는 상기 하드웨어 추적 로그의 출력을 위한 포맷을 더 선택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은 상기 기능 로직과 연관된 에러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하드웨어 추적 요청은 상기 검출된 에러에 응답하여 생성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는 상기 기능 로직 내의 내부 신호에 대한 변화를 계수하기 위한 카운터를 더 포함

하고,

상기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은 내부 신호에 대한 상기 변화를 계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주기적으로 상기 레지스터 세트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카운터의 값을 더 판독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는 상기 기능 로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검출하는 이벤트 검출기를 더 포함

하고,

상기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은 상기 기능 로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주기적으로 상기 레지스터 세트를 판독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카운터의 값을 더 판독하여 상기 이벤트들 사이에 발생

한 카운트 수를 판단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검출기는 상기 기능 로직 내에서 발생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기이고,

상기 이벤트 검출 단계는 상기 에러를 검출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를 구성하는 상기 단계는 주변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상기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

로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은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 상의 외부 테스트 핀으로의 출력을 위해 상기 기

능 로직 내에 다수의 노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하드웨어 상태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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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전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기능 로직 및 다수의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가 구현되는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상기 다수의 동적 재

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는 레지스터 세트를 포함함—와,

상기 전자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다수의 구성 이미지 중 선택된 하나의 이미지를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 내에 로딩함으로써 상기 다수의 동적 재구성 가능 테스트 회로를 구체화하는(instantia

ting) 프로세서와,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다수의 구성 이미지를 저장하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상기 테스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추적하여 소프트웨어 추적 히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한 

인스트럭션과, 상기 다수의 테스트 회로 내의 레지스터 세트를 주기적으로 판독함으로써, 하드웨어 추적 요청의 수신

에 응답하여 하드웨어 로그를 생성하기 위한 인스트럭션과, 상기 소프트웨어 추적 히스토리와 동기하여 상기 레지스

터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추적 히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포함함—와,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저장 장치를 접속하는 상호 접속부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외부 테스트 장치에 의한 측정을 위해 상기 기능 로직 내의 신호를 상기 외부 핀에 접속시키기 위한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직 회로의 외부 핀에 대한 접속을 갖는 테스트 멀티플렉서로 상기 필드 프로그램 가능 로

직 회로를 구성하는

전자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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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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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20418

- 9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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