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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류 테스 은 기존의 압 테스트 방식에 비해서 높은 고장 검출과 진단 능력을 가진 효과 인 테스트 방

식이다. 그러나 상 으로 느린 류 테스 을 해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효

율 인 검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류 테스 을 한 다양한 고장모델에 용 가능한 객체기반의 

고장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ISCAS 벤치마크 회로의 실험결과을 통해서 제안된 방식이 고려되는 고장의 수를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류 테스  고장모델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Current testing is an effective method which offers higher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capabilities than voltage testing. Since 

current testing requires much longer testing time than voltage test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fault is untestable if the two 

nodes have same values at all time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object oriented fault detection scheme for various fault models 

using current testing. Experimental results for ISCAS benchmark circui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n reducing 

the number of faults and its usefulness in various faul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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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간편한 테스트 방식에 

한 개념은 회로의 오동작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논리

 고장모델로 가정하여 검출하는 것이다. 테스트 회

로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장애의 향을 기술하기 

해서 사용되는 고장모델은 실제 인 장애를 정확하게 

모델링 해야 되고 고장 집합의 크기가 당하여 복잡

한 시스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압 테스트에 기반을 둔 기존의 논리 테스 에 이

용되는 고착 고장모델은 CMOS 회로의 고집 화가 

될수록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많은 물리 인 결

함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로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 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 2]. 류 

테스 에서는 CMOS로 이루어진 고집  회로에서 다

양한 물리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회로의 정

상태에서 과도하게 흐르는 많은 양의 류를 통해

서 고장  결함을 효과 으로 검출 할 수 있다[3].

류 테스 에서 고장모델의 선택은 고려되는 결함

이나 고장의 유형  발생 치에 따라 속층에 발

생 가능한 결함을 고려하는 외부 합선 고장모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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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벨의 모든 노드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결함을 

고려하는 체 합선 고장모델, 논리 게이트를 트랜지

스터 벨로 분석하여 트랜지스터 내부의 결함을 고

려하는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등의 다양한 모델

을 이용한다[4-6]. 

류 테스  방식은 높은 고장  결함 검출률을 

갖지만 상 으로 출력 단에서 논리 인 값을 검사

하는 압 테스트 방식에 비해서 느린 테스트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내장된 류 

테스 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내장된 감지기

의 오버헤드와 내장된 회로의 테스트에 련하여 부

가 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류 테스 을 이용

하여 테스트 상 회로의 고장  결함을 효과 으로 

검출하거나 진단하기 해서는 고장 모델에서 고려하

는 발생 가능한 고장 수를 이거나 은 수의 테스

트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효과 인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MOS 회로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

가할수록 발생 가능한 고장  결함의 검출에 합한 

류 테스  기법을 고려하고, 다양한 고장 모델에 

용 가능하며 고장 수를 효과 으로 감소시켜 ATPG 

툴에 용 가능한 객체 기반의 등가 노드 검출 기법

을 제안한다. 먼  2장에서 고장모델에 해서 논의하

고, 3장에서는 제안된 객체기반의 노드 검출 기법에 

한 설명과 ISCAS 벤치마크 회로에 한 실험 결과

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고장모델

CMOS 회로는 구조  특성상 정 상태에서는 거의 

류가 흐르지 않는다. 류 테스 은 이러한 CMOS 

회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정 상태에서 합선 결함, 게이트 옥사이드 단락, 기생 

트랜지스터 설, 설 PN 결함, 개방 결합 등과 같

은 물리 인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정  상태에

서 공  원과 지 단자 사이에 도 경로가 형성

되어 큰 고장 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고장은 기

존의 압 테스  방법으로는 검출이 용이하지 않다.

류 테스 을 이용하여 CMOS 회로에 발생 가능

한 다양한 종류의 결함이나 고장을 검출하기 해서 

자주 사용되는 고장모델은 결함이 발생하는 치와 고

려되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델링이 가능하다.

1) 외부 합선 고장모델 : 테스트 상회로를 게이트 

벨로 해석하여 논리 게이트 간에 발생 가능한 

단락으로 입·출력 노드들 사이에 단락을 고려할 

경우에 사용한다[7, 8].

2) 체 합선 고장모델 : 테스트 상회로의 논리 게

이트들을 스 치 벨로 분석하여 모든 노드(외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단락을 고려할 경우에 

사용된다. 체 합선 고장모델은 테스트 입력 벡터

에 따라서 내부 노드에 부동 값(floating value)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고장 검출이 어려운 

많은 PDF(Potentially Detected Faults) 합선 고장

이 존재한다[9].

3)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 테스트 상회로의 논

리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벨로 분석하여 트랜지

스터 내부의 결함을 고려할 경우에 사용되며, 

CMOS 회로의 고장 치, 고장진단에 효과 인 모

델이다[10]. 

그림 1에는 류 테스 을 이용하는 고장모델을 보

인 경우로 테스트 상 회로의 고장  결함 수를 구

하기 해서 각각 외부 합선 고장모델은 게이트 벨 

분석, 체 합선 고장모델은 스 칭 벨 분석, 트랜

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은 트랜지스터 벨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고려되는 고장 수를 구하게 된다.

테스트 상 회로에 고장  결함이 발생한 경우, 

류 테스  기법을 이용하여 고장 검출은 그림 1의 

테스트 상회로에 테스트 패턴 "101"을 입력단에 

용할 경우 각각 외부 합선 고장모델(외부노드 a와 외

부노드 j 사이의 결함), 체 합선 고장모델(내부노드 

d와 외부노드 j 사이의 결함),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

모델(게이트 G4의 p-트랜지스터 게이트 g와 소오스 

s사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회로의 정 상태에서

도 공 원과 지단자 사이에 류의 경로가 형성

되어 많은 양의 류가 흘러 발생한 결함  고장을 

검출할 수 있다.



류 테스  고장모델을 한 객체기반의 고장 검출

 445

테스트 패턴
= “101”

e

a

b j

c

g
d

h

k

G1

G2

G3

G4

i

테스트 대상회로

1

a

0

b

1

c

1

g

0

h 0

j

1

k

1

a

0

b

1

d

1

c

1

g

f

e

0

h
0

j

0

i

1

k

s
g

d

b

g
b

s s : source

d : drain
g : gate

b : bulk

J = 0 k= 1

외부 합선 고장모델 전체 합선 고장모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게이트 레벨 분석 스위칭 레벨 분석 트랜지스터 레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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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류테스  고장모델
Fig. 1 Fault models using current testing

표 1. 류 테스  고장모델의 고장 수
Table 1. Fault numbers in fault models using current 

testing 

회 로 게이트 수
고장모델의 기 고장 수

(A) (B) (C)

c880 383 97,903 436,645 10,188

c1355 546 171,991 675,703 13,080

c1908 876 416,328 1,540,890 16,788

c2670 1,193 1,016,025 3,904,615 27,488

c3540 1,669 1,476,621 6,402,831 39,672

c5315 2,307 3,086,370 15,100,260 60,060

c6288 2,416 2,995,128 12,941,328 60,672

c7552 3,512 6,913,621 27,162,135 79,560

A : 외부 합선 고장모델  B : 체 합선 고장모델
C :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류 테스  방식을 이용하는 외부 합선 고장모델, 

체 합선 고장모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 수를 ISCAS 벤치마크 회로에 용

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발생 가능한 고장의 수

는 회로 크기에 비례해서 매우 커지므로 류 테스

을 이용하여 CMOS VLSI 회로의 품질  신뢰성을 

향상하기 해서는 고려하는 다양한 고장모델에 용

가능하며 모든 입력 테스트 패턴에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노드을 검출하여 고장 수를 이는 기법

이 필요하다.

Ⅲ. 제안된 노드 검출 알고리즘

류 테스 을 이용하여 테스트 상 회로의 고장 

 결함을 효과 으로 검출하거나 진단하기 해서는 

결함이 발생하는 치와 고려되는 유형에 합한 고

장모델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의 수를 감소시켜 가능

한 은 수의 테스트 패턴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임의의 테스트 패턴을 테스트 상 회로에 용할 경

우에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두 노드가 항상 같은 

결과의 값을 나타내는 노드의 경우에는 류 테스  

방식을 이용하여 서로 구별을 할 수 없으므로 단지 

하나의 고장이나 결함만이 고려된다.

효율 인 노드 검출기법은 고려되는 다양한 고장모

델에서 류 테스 으로 서로 구별하지 못하는 노드

를 삭제함으로써, 고장 시뮬 이션과 테스트 패턴 생

성에 요구되는 시간을 효과 으로 여주고, 가능한 

은 수의 테스트 패턴 생성이 가능해 기존의 압 

테스트에 비해서 상 으로 긴 테스트 시간을 요구

하는 류 테스  방식에 꼭 필요한 기법이다.

제안된 노드 검출 기법은 기존의 노드 검출 기법에 

더해서 트랜지스터 벨과 스 치 벨의 해석 원리

를 이용한 재구성(분해와 치환) 과정을 통해서 더 많

은 노드를 효과 으로 검출 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노드 검출 기법의 흐름은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6개의 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노드 검출 기법의 재구성 로세스는 스

치 벨과 트랜지스터 벨의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체 합선 고장 모델과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에 

용하기 한 로세스로 AND, OR 게이트는 

NAND, NOR, 인버터의 구조로 분해한 후 고장모델

에서 고려되는 노드를 추출하는 로세스이다. 실제로 

AND, OR 게이트는 분해가 불가능하지만 스 치 

벨과 트랜지스터 벨 분석에서는 AND는 NAND와 

인버터, OR는 NOR와 인버터의 구조로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 로세스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로세스는 효과 으로 고려하는 고장모델의 노드 검

출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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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netlist file and construct circuit

노드 검출 프로세스 종료

전체 합선 고장모델

: 게이트 내부의 노드 검출

게이트_내부 노드 프로세스

Current Testing

재구성 프로세스
: AND와 OR 게이트를 NAND, NOR, 인버터의 구조로 분해
: 고장모델에서 고려되는 노드 추출

외부 합선 고장모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고장모델 ?

고장모델 ?

: 게이트 간의 노드 검출

게이트_게이트 노드 프로세스

:인버터와 버퍼를 포함하는 구조의 노드 검출

인버터_버퍼 프로세스

: 게이트의 종류는 같고 공통입력 구조의 노드
검출

동일 구조 프로세스

: 게이트의 입력단자를 이용한 노드 검출

자체 구조 프로세스

전체 합선 고장모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다른 전류테스팅
고장모델?

예

아니요

 

그림 2. 제안된 노드 검출 기법 순서도
Fig. 2 Flow chart of proposed node detection scheme

그림 3에는 재구성 로세스 원리를 보인 것으로 

테스트 상 회로는 재구성 로세스 후에 노드 c와 

노드 e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가 되어 검출이 

가능해진다. 한 이러한 재구성 로세스 과정은 게

이트_게이트 노드 로세스에서 고려하는 게이트간의 

노드 상황을 더 만들게 되어 노드를 추가로 검출 할 

수 있게 된다.

인버터_버퍼 로세스에서는 테스트 상 회로에서 

버퍼나 인버터의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경로를 탐색하여 항상 같은 값을 갖는 노드를 찾아 

검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재구성 로세스 후에 인

버터_버퍼 로세스를 수행하면 경로 탐색과정에서 

더 많은 수의 인버터와 버퍼의 연결 구조가 형성되어 

효율 인 노드 검출이 가능해진다. 

동일 구조 로세스에서는 테스트 상 회로에서 

버퍼나 인버터를 제외한 기본 게이트들에 하여 게

이트의 종류는 같고 공통의 입력을 받게 될 경우에 

노드 검출을 수행한다. 제안된 동일 구조 로세스는 

외부 합선 고장모델에서 효과  용을 해서 게이

트들의 입력이 같은 그룹인 경우에도 노드 검출이 수

행되도록 확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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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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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

G1
G2

c

테스트 대상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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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c

같은 값을 갖는 노드

-G1

그림 3. 재구성 로세스
Fig. 3 Reconstitution process

자체 구조 로세스는 동일 구조 로세스 후에 게

이트들의 입력단자를 역추 으로 검색하여   게이트

를 다른 형태의 게이트로 치환하거나 항상 “0”이나 

“1”의 논리 값을 가지는 상수 노드를 검출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이러한 로세스 과정은 기존의 알고리

즘에서 검출할 수 없는 노드 검출이 가능하다.

그림 4에는 제안한 노드 검출 기법과 기존 방식의 

비교 를 보인다. 제안된 기법이 재구성, 인버터_버

퍼, 동일 구조, 자체 구조 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기

존 방식에서는 검출할 수 없는 추가 인 3개의 노드

(노드 -G6, 노드 -G2, 노드 -G10)를 검출하는 것을 

보여 다.

게이트_내부 등가 노드 로세스는 트랜지스터 합

선 고장모델에서 재구성 로세스 후에 기본 게이트

의 내부를 분석하여 노드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테스

트 상 회로에서 기본 게이트가 가지는 가능한 고장 

수를 효과 으로 이는 방법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서는 재구성 로세스 과정 후에 게이트_내부 노드 

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CMOS 기본 

게이트의 종류가 간단해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의 게이트의 종류와 입력 포트 수에 따라 종류별로 

구성하는 라이 러리가 게 되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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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대상 회로

그림 4. 노드 검출 기법의 비교
Fig. 4 Comparison of node detection scheme

게이트_게이트 노드 로세스는 게이트_내부 노드 

로세스 후에 게이트 간에 노드 검출을 고려하는 경

우로서 재구성 로세스를 통해서 게이트간 더 많은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기존 

방식에 비해서 효과 인 게이트 간에 노드 검출이 가

능하다. 

한 기존 방식과 다르게 게이트간 노드를 검출하

기 해서 우선 하나의 게이트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선택된 게이트의 입력 단에 

련된 게이트들도 같이 추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욱 효과 으로 게이트간 노드 검출을 수행한다. 

CMOS 회로의 고장 치, 고장진단에 효과 이며 트

랜지스터 내부의 결함을 고려할 경우에 사용되는 트

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에서 노드 검출 기법의 비교

를 그림 5에 보인다.

그림 5의 테스트 상 회로는 AND 게이트 6개와 

인버터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은 AND 게이트의 고장 수(36 × 6 = 216)와 인

버터의 고장 수(12 × 2 = 24)로 총 240개이다. 테스트 

상 회로에 기존의 방식을 용하면 게이트 내부 노

드 검출 과정을 거치면 각 AND 게이트의 고장 수가 

12개와 인버터의 고장 수가 3개로 어들어 체 고

장은 78개까지 일 수 있고, 게이트간 등가 노드 검

출을 수행하면 추가의 6개 등가 노드를 검출하여 총 

72개의 남은 고장 수를 가진다. 제안된 기법은 재구성 

로세스를 통해서 6개의 AND 게이트를 NAND와 

인버터로 재구성하게 된다. 체 고장 수는 게이트_내

부 노드 로세스를 거친 후 NAND 게이트의 고장 

수(11 × 6 = 66)와 인버터 고장 수(3 × 9 = 24)로 90

개로 어들고, 게이트_게이트 노드 로세스를 거친 

후 게이트간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를 30개 검출하여 

총 60개의 남은 고장 수를 가진다. 따라서 테스트 

상 회로를 재구성 로세스를 통해 분해할 경우 12개

의 노드를 더 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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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의 노드 검출 
기법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node detection scheme in 
transistor short fault model

제안된 객체기반 등가 노드 검출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서 CMOS 회로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결함이나 고장을 검출하기 해서 자주 사용

되는 다양한 고장모델에 ISCAS 벤치마크 회로에 

용한 실험 결과를 표 2에 보이고 고장 수를 고려할 

경우에 남은 고장 압축률 비교를 그림 6에 보인다. 모

든 ISCAS 벤치마크 회로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높은 

노드 검출을 보인다. 표 2과 그림 6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노드 검출 기법이 압 테스트 방식에서는 검

출할 수 없는 다양한 CMOS VLSI의 고장  결함의 

검출에 더 합한 류 테스  기반의 모든 고장모델

에 용가능하며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 치 벨과 트랜지스터 벨 원

리를 용한 재구성 로세서 과정과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성질을 고려하고 이용하는 로세서를 통해 

노드를 효율 으로 감소시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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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로
고장모델의 기 고장 수 기존방식의 고장 수 제안된 방식의 고장 수

(A) (B) (C) (D) (E) (F) (G) (H) (I)

c880 97,903 436,645 10,188 75,466 323,610 2,889 75,466 318,003 2,730

c1355 171,991 675,703 13,080 136,503 593,505 4,006 136,503 593,505 2,204

c1908 416,328 1,540,890 16,788 191,271 634,501 4,845 115,440 428,275 4,581

c2670 1,016,025 3,904,615 27,488 627,760 2,168,403 7,314 440,391 1,422,141 6,986

c3540 1,476,621 6,402,831 39,672 668,746 3,777,126 10,194 517,653 2,958,528 9,523

c5315 3,086,370 15,100,260 60,060 1,867,278 10,490,490 16,434 1,540,890 8,256,016 16,180

c6288 2,995,128 12,941,328 60,672 2,956,096 12,622,800 18,523 2,842,920 12,318,166 12,168

c7552 6,913,621 27,162,135 79,560 3,924,201 17,508,403 21,149 3,081,403 12,804,330 20,427

표 2. 류 테스  고장모델의 고장 수 결과 비교
Table 2. Result comparison of fault numbers in fault models using current testing

외부 합선 고장모델 : (A)(D)(G), 체 합선 고장모델 : (B)(E)(H),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 :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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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류 테스  고장모델의 고장 압축률 비율
Fig. 6 Comparison of fault compression rate in fault 

models using current testing

Ⅵ. 결 론

류 테스 을 이용하여 테스트 상 회로의 고장 

 결함을 효과 으로 검출하거나 진단하기 해서는 

고장모델에서 고려하는 발생 가능한 고장 수를 이

거나 은 수의 테스트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효과

인 기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장

애의 향을 기술하기 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고장

모델에 용이 가능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압 테스트 방식에서는 검출할 수 없는 다양한 

CMOS VLSI 회로의 고장  결함 검출에 효율 인 

류 테스 의 외부 합선 고장모델, 체 합선 고장모

델, 트랜지스터 합선 고장모델에 용 가능한 새로운 

객체기반의 고장 검출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

법은 스 치 벨과 트랜지스터 벨 원리를 이용하

는 객체기반의 로세스를 통해서 테스트 상 회로

가 고집 화 할수록 고려되어야 할 고장의 수가 매우 

크게 되는 경우에 더욱 효과 인 검출 기법이다. 

ISCAS 벤치마크 회로 실험 결과을 통하여 고려되는 

고장의 수를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고

장모델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한 제안된 검

출 기법은 보다 정확한 고장 검출율을 해서 다양한 

ATPG 툴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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