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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은 당사
FORMULA® HF VLSI 회로
고주파 테스트 시스템 계열
의 주력 제품입니다.

목적 및 용도
FORMULA® HF 테스트 시스템은 초고주파 VLSI 회로의 기능 테스트
및 매개변수 테스트를 위한 자동 테스트 장비(ATE)입니다.
FORMULA®는 VLSI 회로의 품질 관리, 새로 개발된 유형의 VLSI 회
로 테스트와 연구 및 계열 제품의 생산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습니
다.
FORMULA® HF Ultra는 마이크로전자 장치의 측정 및 테스트와 관
련된 계측 표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요 기술 특성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은 광범위한 VLSI 회로의 안정된 측정
및 테스트를 위한 제품입니다.
ATE의 주요 기술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 양방향 채널 수 — 최대
1024개

• 정밀 발진기 기준 주파수 —
1200MHz

• 전체 타이밍 정확도(OTA) ±250피코초 이하

• 기능 테스트 주파수 — 채널당
최대 550MHz

• 벡터/오류 메모리 - 최대
128M/128M 벡터

• 아날로그 측정 장치 —
1200MOPS/2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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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은 기능상 완전한 VLSI 회로용
자동 측정 수단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측정 및 테스트를 위한 확실
한 장비 준비
• 측정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
리의 모든 단계 자동화
• 24시간 연중무휴 안정적인
작동

• 자동화된 프로브, 자동 로더,
테스트 장비 및 계측기를 이
용한 작동 모드
• 대용량 멀티사이트 모드

•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측
정 액세서리
• 자동 진단 및 계측 캘리브레
이션

• 사용자에게 친숙한 완전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FORMULA® 는 측정 및 테스트 작업의 범위에 따른 기본 및 보조 기기를 선택하여 장비
의 주문형 구성 원리를 구현하는 모듈형 버스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습니다.

1200MHz/400 fs 정밀
기준 주파수 생성기

JTAG BIST 기술

1200MOPS/24비트 ADC
및 DAC 측정 장치

1024 핀
550 MHz/128 М

프로세서, SoC 및 SiP용
고출력 전원공급장치

SoC용 기능 테스트
하위시스템 두 개의 결합

차동 신호 지원

FORMULA® HF Ultra의 주요 하위시스템
1. 채널 수 1024개와 채널당 최고 주파수 550MHz의 기능 테스트 하
위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VLSI 회로의 기능 테스트를
위한 무작위 테스트 시퀀스
생성기
• 고속 메모리 VLSI 회로 및
기타 일반 로직을 테스트하
기 위한 아날로그 테스트 생
성기

FORMULA® 기능 테스트 하
위시스템의 특성 덕분에 이는
ASIC와 FPGA 등 최대 출력 수
가 1600–1700개인 슈퍼 통합
형 초고주파 VLSI 회로의 테스
트에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단일 측정 사이클에서 기능 테
스트와 알고리즘 테스트 방법에
의해 VLSI 회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시퀀스 생성기와
알고리즘 테스트 생성기의 동시
사용 모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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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변수 측정 하위시스템
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다음 특성을 갖춘 정적 전기 매
개변수의 재현 및 측정용 하위
시스템.
• 각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로
-1.5V ~ +13V 범위인 전압의
차동 신호를 포함하여 재현
된 4-레벨 신호의 범위
• 측정 신호원의 범위

범위

신호원

수량

0…+6V, ±250µA…±4А

VCC 측정 전원공급 장치

32

-2…+15V, ±200nA…±400mA

VDD 측정 전원공급 장치

32

-2…+13V, ±200nA…±150mA

PMU 다채널 계량기

32

-2…+13V, ±2µA…±50mA

PPMU 단일 채널 계량기

-17…+17V, –500mA…+500mA

HVDD 측정 신호원

1024
8

고출력 VLSI용 특수 전원공급 장치(멀티코어 마이크로프로세서,
FPGA 및 높은 소비전력의 기타 마이크로회로)
4.5V/20А

LVDD 고출력 전원공급 장치

2

3.5V/50А/100А

SPS 전원공급 장치

1

단일 채널 PPMU 계량기를 사용하여 기저와 하우
징에서 마이크로회로의 병렬 고속 테스트에 대한
멀티사이트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VDD 전원은 FLASH와 ROM을 프로그래밍할 뿐
만 아니라 아날로그 마이크로회로 테스트 및 증폭
기와 비교기를 작동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3. VLSI 회로의 동적 매개변수 측정용 정밀 하위시스템을 사용하여 신호의 전파
시간 지연, 펄스 지속시간,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 및 VLSI 회로의 기타 일
시적 특성을 다음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펄스 트레일링 에지
(IEPA) ±150피코초 생성

• 전체 타이밍 정확도(OTA)
±250피코초

• 펄스 최소 지속시간 –
(750±150)피코초

• 출력 펄스 트레일링 에지
(OEPA) ±250피코초 테스트

• 펄스 리딩 및 트레일링
에지의 최소 지속시간 –
(275±150)피코초

• 시간 마커 증분은 11피코초로
설정됩니다.

이 하위시스템은 ATE의 범용 측정 채널을 기반으
로 합니다.
펄스 파형 및 테스트 대상 마이크로회로에 연결하
는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

로 수신/송신 사이클의 신호 왜곡 보상 및 프로그래
밍 방식으로 100% ~ 25%의 신호 리딩/트레일링
에지 기울기 생성 기능이 제공되며 채널별로 독립
적으로 프로그래밍 및 구현됩니다.

4. BIST 기술
테스트 모델 단계에서 VLSI 회로의 회로내 테스트
를 수행하는 개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은 BIS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ATE에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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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FPGA의 구성 파일 채우기 등 모든 표준 기능
을 지원하고 STAPL 언어 지원되는 통합형 JAM 플
레이어를 갖춘 JTAG 포트가 이 목적으로 사용됩
니다.

5. ARP 아날로그 측정 장치
FORMULA® 테스트 시스템은
1200MHz/1200MOPS/(–10…
+10)V의 결합형 마이크로회로
(DAC와 ADC)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아날로그-디지털 장치를 갖

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력에
서 최대 주파수 260MHz의 주기
적 신호가 생성되는 경우 최대 14
비트 고속 ADC 마이크로회로의
동적 및 정적 변환 매개변수를 측

A RP

P RS 1

P RS 2

1
R FG
2

A WGL

A WGH

Force Voltage
Measure Voltage
Measure Current

−10 В to +10 V
−10 V to +10 V
−10 mA to +10 mA

±(0,002×U + 2 mV)
±(0,002×U + 2 mV)
±(0,01×I + 1 μA)

Force Voltage
Measure Voltage
Measure Current

−10 В to +10 V
−10 V to +10 V
−10 mA to +10 mA

±(0,002×U + 2 mV)
±(0,002×U + 2 mV)
±(0,01×I + 1 μA)

Clock frequency range
Output standart

0.5 to 1200 MHz
diﬀerencial LVPECL

± 0,5%

Clock frequency range
Output standart

0.5 to 1200 MHz
diﬀerencial LVPECL

± 0,5%

AC resolution
Sample frequency
Output frequency
DC resolution
5-th order Butterworth low-pass ﬁlter
Output signal

16 bits
0.1 to 1200 MSPS
0 to 55 MHz
20 bits
16.5; 58 MHz
Diﬀerential DC-Coupling

AC resolution
Sample frequency
Output frequency
5-th order Butterworth low-pass ﬁlter
Output signal

16 bits
1 to 1200 MSPS
2.4 to 260 MHz
25; 117; 280 MHz
- Diﬀerential AC-Coupling
- Single Ended AC-Coupling

정할 수 있으며 최대 16비트 저주
파 DAC 및 ADC 마이크로회로의
정적 변환 매개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ARP 장치는 다음과 같
은 기능 장치를 포함합니다.
• 최대 1200MHz의 정밀 2채널
클럭 펄스 생성기
• 고주파 및 저주파 채널을 포
함하고 변환 주파수가 최대
1200MOPS인 무작위 파형
신호 생성기
• 전압 범위 -10V ~ +10V의
20/24비트 기준 전압원 2개

FORMULA® HF Ultra 를 사용하여
VLSI 회로의 외부 교란 테스트
FORMULA® 테스트 시스템의 디자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ThermoStream 장치와 흐름 챔버를
이용하는 측정과 결합한 테스트를 포함한 마이크
로회로 테스트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케이블 사용하지 않고 신호 품질 손실 없이 다양한
온도 조건하에 스프링 기저에서의 측정도 지원됩
니다.
시스템 디자인의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는 ATE가
최소의 신호 손실과 왜곡으로 테스트 대상 VLSI 회
로에 대해 신호를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개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 조건은 물론 –60°C ~ +125°C 온도 범위의 측
정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오리지널 신세대 접점 시
스템은 특히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
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안정성, 편의성, 빠른 설치 및 측정 액세서리의 부
착과 교체는 정밀 스프링 장치, 대형 액세서리용 특

수 프레임 및 최소 100만 개의 액세서리 연결을 보
장하는 POGO-PIN 접점을 사용하여 달성됩니다.
ATE에는 프로브, 테스트 장비 및 외부 계측기를 포
함한 외부 장비와 통합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
니다.
측정 장치 회전 조작기에는 모든 작동 모드에서 최
적의 워크스테이션 인간공학을 구현하기 위해 전
자 제어장치를 포함한 전기 리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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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세트
FORMULA® 테스트 시스템 소
프트웨어 세트는 측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일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한 FormHF 미디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버그, 측
정, 편차 분석에 “다섯 단계”만
필요합니다.
테스트 시스템 진단과 캘리브레

이션 제어 및 테스트 프로토콜
의 자동 설정이 지원됩니다.
FormHF 미디어는 기록을 생성
하고 장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직원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여
모든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추적
을 제공합니다.
특히 FormHF 소프트웨어 세트
는 많은 기술 전문가가 프로그래

밍 언어 없이 계속 사용해오는
측정 프로그램의 복잡한 개발 및
디버깅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은 마이크로회로 테스트를 위한
모든 표준 방법은 물론 표준 테
스트 형식인 eVCD, WGL, SVF
및 INTEL/HEX 등에서의 형식
변환도 지원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DATA IMPORT & DUT
CONFIGURATION

TEST PROGRAM
DEVELOPMENT

SOCKET BOARD
CALIBRATION & DUT
CONTACT TEST

TEST DEBUG

CHARACTERIZATION

데이터 및 결과 문서화
테스트 프로세스 제어는 테스트
대상 구성품의 설정된 요건 준
수 또는 위반을 확인하는 데 사
용되는 데이터의 자동 문서화도
포함합니다. 테스트 루틴은 “동
의/거부” 검사에서 측정 모드에
대한 종합 보고 및 각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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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와 각 매개변수에 대한 결
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세도
레벨로 생성되며, 로트, 마이크
로회로 유형 및 기타 기준별로
임의의 기간에 대한 통계 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기록은 고객이 사용하는
표준 양식으로 쉽게 변환되어 저
장할 수 있으며 편차 관리에 문
서 및 계측 기준으로 쓰이고 오
는 수입 검사 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이 있는 경우에
참조 기준의 역할도 합니다.

분석 및 표시
ATE 통합 분석 도구는 테스트
프로그램의 측정 및 디버깅 중에
탐지된 기능 및 매개변수 편차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로직 분석기 하드웨어
• 오실로스코프
• 오류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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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구는 VLSI 회로의
사용 가능 범위 및 안정성
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SHMOO 다이어그램 및 DRV
분석.
FormHF 소프트웨어 세트는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을 설
계된 부품의 독특한 어셈블리
로 전환하여 테스트 개발 및
디버깅 시간을 몇 일로 줄입
니다.
측정값을 그래픽으로 해석하
여 빠른 측정 결과 평가가 가
능하며 다양한 조건하에 측정
된 계측기의 작동 상태를 파
악하므로 VLSI 회로 및/또는
생산 기술의 디자인에 필요한
수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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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발 미디어
FORMULA®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은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개발자가 FormHF 소프트
웨어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개발자
는 원할 경우 С++/Pascal 언어 지원되는 통합 개

발 환경(IDE)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
해 비표준 측정 방법을 생성 및 사용해야 하는 경
우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및 계측 지원 자동화
FormHF 소프트웨어 세트의 지능적인 도구가 진
단, 조정 및 계측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한 FORMULA® 테스트 시스템 유지보수를 자동화 및 최소
화합니다.

측정 액세서리

FormHF 소프트웨어 서비스 패키지는 장비 서비스
편의성 테스트, 오류 탐지 및 계측 준수 확인을 포
함하여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의 모
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ORMULA® 딜리버리 패키지는 액세서리 보드용 표준 설치 프레임 및 고객에
의한 독립적 액세서리 개발을 위한 완전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디자인은 다양한 치수의 액세서리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주문형 및 공장형 TestBox® 테스트 솔루션
FORMULA® 테스트 시스템 사용자가 더 빠르게 자신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투자 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FORM은 특정 유형(정상 조건 또는 초저온/초고온의 조건하에)의 마이크로회로를 측정할 수 있는
공장형 및 주문형 TestBox® 테스트 솔루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각 TestBox® 테스트 솔루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특정 유형의 VLSI를 연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
• VLSI 회로 테스트 및 측정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 디스크
• TestBox® 사용 설명서를 포함한 데이터 시트
• 제조사 보증
당사 테스트 실험실의 노련한 엔지니어 그룹이 테
스트 솔루션용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
다. TestBox® 테스트 솔루션은 ECB와 전자 부품
에 대한 규정, 기술 요건 및 고객 사양에 부합하므
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TestBox®를 사용하면 고객은 자신의 제품을 출시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
니다.
FORMULA® 테스트 시스템 사용자가 현재 550개
이상의 이미 개발된 테스트 솔루션 유형을 사용하
여 전자 부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계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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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서비스
지원 작업에 소요되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부 장비, 계측기 및 IT 네트워크 연결을 포
함하여 고객의 기술, 정보 및 테스트 인프라에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 통합

• 측정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한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
템 기반의 워크스테이션 구성

• ATE가 운영되는 장소에서 예약 유지보수, 수리
및 계측 서비스

• 전형적 옵션 목록에 따라, 또는 사용자 지정 옵
션을 통해 ATE 구성 확장

FORMULA® 테스트 시스템의 딜리버리 구성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은 모듈형 버
스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정 수단
의 유형 설명에 나타난 디자인 버전에 따라 주문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 시스템의 구성은 사용자의 작업, 요건
및 취향을 분석하여 결정되며 딜리버리 사양 및 각
테스트 시스템의 데이터 시트에 이를 반영합니다.
딜리버리 세트에는 완전한 운영과 계측 문서 및 초
기 캘리브레이션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및 운영자 지원
FORMULA® 테스트 시스템의 운영 중 보증 서비
스 및 유지보수는 개발자 및 제조사인 FORM이 제
공합니다.
하드웨어 보증은 1년이며 보증 수리 및 당사 엔지
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ATE를 보증 수리 및 계측
캘리브레이션하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FORM은 고객에게 서비
스 계약을 제공하며 고객 개인별 요청에 따라 기술
서비스 및 계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ORM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FORMULA®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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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한
없이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 터미널 세션 중 전화 및 이메일, 팩스를 통한 자
문과 FORM에 직접 방문 자문
• 불만 발생시 계측 분석 지원
• ATE에 대한 원격 진단(오류 검출 포함)
•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 유지보수 및 수리
• 새 ATE 옵션 및 새 테스트 솔루션에 관한 정보

딜리버리 시간 및 가격
FORMULA® HF Ultra 테스트
시스템의 딜리버리 시간은 구
성에 따라 9 ~ 15주입니다.

비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년 보증
• 고객의 주소로 배송되고 고객 지정 장소에서 ATE 설치 및 연결
• 테스트 프로그램의 FORMULA® ATE 운영 개발 규칙에 대한 고객
이나 직원에게 교육 실시
• TestBox® 테스트 솔루션이 적용된 테스트 시스템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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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은 운영 중인 전자
부품 기반 FORMULA®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 생산, 딜리버 및
지원합니다

119530, Russia, Moscow,
Ochakovskoe shosse, 34
+7 495 269 7590
+7 495 269 7591
Support:
+7 495 775 4662
info@form.ru
www.form.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