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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면상에 표시된 각종 정보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반도체 시험 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을 
개시한다. 시퀀스 설정 화면에 포함되는 어느 한 프로그램 셀을 지정함으로써, 주목하는 명령의 실행 순
서를 설정하고, 펑션 설정 화면을 사용함으로써, 이 명령에 대응하는 반도체 시험용 함수와 이 함수에 부
수하는 파라메터값을 설정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형태에 따라 작성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전체 구성
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메인 윈도우 초기화면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File」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Function」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Variable」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Breakpoint」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File」의 풀 다운 메뉴에서 「New」가 선택된 경우의 메인 윈도우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Function」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 중에서 「Counter」가 선택된 경우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변수를 정의하는 변수 정의 윈도우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메인 윈도우 상의 프로그램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Variable」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 중에서 「Display」가 선택된 경우의 변수 표시 윈도우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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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시험장치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
그램 작성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각종 반도체 장치에 대해 소정의 동작 시험을 실시하는 반도체 시험장치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피측정 디바이스로서의 반도체 디바이스 (semiconducotr device)에는 반도체 메모리, 로직 IC, 리
니어 IC 등이 있으며, 각 각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적합한 반도체 시험장치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각종 반도체 시험장치는 이용자에 의해 작성된 소정의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
써, 소정의 기능 시험이나 DC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반도체 시험장치에는 이용자에 의한 각종 동작 
지시의 입력이나 시험 결과의 표시 등을 수행하는 제어장치가 접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어장치에는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시험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외에, 이용자
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작성장치로서도 사용된다. 이용
자가 이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순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
는 순서와 동일하다. 먼저, 에디터에 의해 소오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어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이 소
오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 후, 디버거 (debugger)를 이용하여 이 오브젝
트 프로그램의 디버그(debug)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에러(error) 개소의 유무를 조사한다. 에러 개소가 검
출된 경우에는, 소오스 프로그램의 대응하는 개소를 에디터를 이용하여 수정한 후, 재차 컴파일러를 이용
하여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에러 개소가 없어질 때까지, 이 소오스 프로그램의 수정,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작성, 디버그의 각 작업이 반복된다.

그런데, 상술한 종래의 반도체 시험장치에서는 반도체 시험장치 특유의 하드웨어에 대한 입출력 제어나, 
각종 동작 지시를 하는 레지스터에 대해 데이터의 읽고쓰기(read-write)를 수행하는 전용 드라이버가 필
요하며, 내부의 테스터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하, 「OS」 라 한다)은 반도체 시험
장치의 제조 메이커 등에서 개발된 독자적인 것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OS 개발에 공정수가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범용적인 OS를 사용하여 그 커널(kernel)을 일부 변경, 추가함으로
써, 반도체 시험장치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OS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경우에는 OS
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용 OS상에서 실행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도 이 반도체 시험장치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것
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용자는 이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특유의 각종 커맨드(command)나 함수를 매뉴얼을 참조하면서 찾아서 원하는 기능을 실현하게 되어, 프로
그램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우기, 이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소오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디버그 작업에 의해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에러 개소를 검출한 후에, 소오스 프로그램의 대응하는 개소를 
에디터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재차 컴파일러에 의해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
며, 에러 개소가 많은 경우에는 일련의 디버그 작업에 매우 많은 공정수가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 그 목적은 OS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수고
를 저감할 수 있으며, 디버그 작업을 간략화할 수 있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에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에서는 프
로그램에 포함되는 각 명령의 실행순서를 시퀀스 (squence) 설정화면상에 표시된 프로그램 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명령의 내용인 반도체 시험용 함수를 펑션(function) 설정화면
에 표시된 다수의 함수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고, 게다가 그 함수에 파라메터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설정도 이 펑션 설정화면상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면상에 표시된 각종 정보를 보면서 프로
그램의 작성을 행할 수 있으며, 매뉴얼 등을 거의 참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에 요하는 
수고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

특히, 펑션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함수의 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코드와, 이 함수에 대응하여 파라메
터 계산수단에 의해 실행 형식으로 변환된 후의 파라메터값을 한 조로 하여, 시퀀스 설정수단에 의해 설
정된 실행 순서대로 나열함으로써, 오브젝트로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프
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컴파일러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디버그를 실행할 때에는, 편집과 디버그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공통적이 되어 디
버그 작업에 요하는 공정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각 명령에 대응하는 함수 및 이에 수반되는 파라메터는  C언어의 함수 및 이에 대응하
는 파라메터의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대부
분의 범용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
에, 반도체 시험장치에 특유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면, 이 개발에 필요한 
공정수가 대부분 필요없어지게 된다.

또한, 작성 대상이 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디버그 동작을 수행하는 디버그 실행수단을 추가로 구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작성, 편집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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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디버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작성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한 프로그램 셀의 일부에 
디버그 동작시에 처리를 중단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breakpoint)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디버그 작
업을 고려에 넣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브레이크포인트의 설정을, 프로그램 
작성시나 편집시에 함으로써, 디버그시 그 때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버그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적용한 일 실시형태의 반도체 시험장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반도체 시험장치]

도 1은 본 실시형태에서 작성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나타낸 반도체 시험장치 (100)는 피측정 디바이스(150)에 대해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테스터 제어부(110), 테스터 버스(120), 테스터 본체(13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테스터 제어부(110)는 테스터 본체(13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S) 
상에서  동작하는  테스터  버스  드라이버,  코드  해석  프로그램,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 시험장치(100)에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범용적인 것으로, 적어도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반도체 
시험장치(100)를 이용하여 피측정 디바이스(150)에 대해 어떤 시험을 실시하고 싶은지를 기술한 것으로, 
주로 이용자 자신에 의해 작성된다.

도 2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 시험장치
(100)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은 실행순서대로 나열된 복수의 명령(1, 2,...., n)에 의해 
구성되는 오브젝트로서 제공되고 있다. 각 명령은 C 언어의 함수에 대응하는 소정의 오퍼레이션 코드(이
하, 「OP 코드」라 한다)와, 이 함수가 갖는 각종 파라메터의 구체적인 값이 조합되어 있다. 이 파라메터
값은 C 언어의 오브젝트(object)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에, 각 함수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파라메터의 구
체적인 값 그 자체가 설정된다. 또한, OP 코드는 C 언어의 함수 그 자체는 아니며, C 언어의 함수에 1:1
로 대응되는 소정의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코드 해석 프로그램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 실행시에,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각 명령에 포함
되는 OP 코드를 해석하여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각 명령에 포함되는 파라메터값은 그대로 실행가능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 해석 프로그램에
서는 파라메터값을 계산하는 처리 등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OP 코드를 실행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처리만이 실시된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코드 해석 처리는 
비교적 간단한 처리에 의해 실행 형식의 코드로 변환할 뿐이기 때문에, OS 레벨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OS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된다.

테스터 버스 드라이버는 테스터 버스(120)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것으로, 기능 시험이나 
DC 시험 등에 필요한 각종 설정 데이터를 테스터 본체(130)로 보내거나, 테스터 본체(130)에서 출력되는 
시험 결과를 수취하거나 하는 제어를 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테스터 본체(130)는 테스터 제어부(110)에 의한 제어에 따라 피측정 디바이스(150)
에 대해 기능 시험이나 DC 시험, RF 시험(고주파 시험)등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레지스터
(132), 메모리(134), 시험실행부 (136)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레지스터(132)는 테스터 제어부(110)와의 사이에서 주고받는 동작 지시나 각종 데이터를 격납한다. 레지
스터(132)에 격납된 데이터는 직접 또는 메모리(134)를 통해 시험실행부(136)로 보내진다. 또한, 시험실
행부(136)에서 출력되는 시험 결과 데이터는 일단 레지스터(132)나 메모리(134)에 격납된 후, 레지스터
(132)를 통해 테스터 제어부(110)로 보내진다. 시험실행부(136)는 피측정 디바이스(150)에 대해 기능 시
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구성(예를 들면, 패턴 발생기나 타이밍 발생기, DC 유니트 등)을 포
함하고 있으며, 피측정 디바이스(150)에 실제로 입력하는 각종 신호를 생성함과 동시에, 피측정 디바이스
(150)의 출력 핀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측정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반도체 시험장치(100)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은 C 언어를 기
본으로 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시에 각 명령에 

포함되는 OP 코드를 해석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시험 동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
램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커널을 갖는 OS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C 언어를 실행가능한 범용적인 OS를 사
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OS 개발에 필요한 공정수가 거의 불필요해지며, 게다가 개발에 의해 추가할 커
널이 없기 때문에 OS의 방대화를 방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작성 장치]

이어, 상술한 반도체 시험장치(100)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도  3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통상, 반도체 시험장치(100)에 접속되며, 이용자에 의한 각종 동작 지시의 입력이나 시험 결과
의 표시를 실행하는 워크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워크 스테이션에 의해 도 3에 나타낸 프로그램 작성장치가 실현된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프로그램 작성장치(1)는 메모리에 격납된 각종 프로그램을 프로
세서에 의해 실행함으로써 실현되는 프로그램 작성처리부(10)와,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용자와의 사이의 맨-머신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를 실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30), 키보드
(32), 마우스(34)와,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존하는 하드 디스크 장치(36)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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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프로그램 작성처리부(10)는 범용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OS)상에서  동작하는 시퀀스 에디터(12)
를 가지고 있다. 이 시퀀스 에디터(12)에는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 편집하기 위해 필요한 시
퀀스 설정부(14), 펑션 설정부 (16), 파라메터 계산부(18) 이외에,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디버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디버그 실행부(20)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술한 범용적인 OS(28)에는 
GUI(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raphical user interface) 처리부(26)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라메터 계
산부(18) 이외의 시퀀스 설정부(14), 펑션 설정부 (16), 디버그 실행부(20)에 의한 각 동작에서는 GUI에 
의해 이용자와의 사이의 각종 데이터 입출력이 행해진다. 또한, 이 OS가 GUI 기능을 서포트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OS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GUI 기능이 서포트되도록 하여도 된다. 
GUI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는 디스플레이 장치(30)에  표시된 소정의 조작화면을 보면서, 키보드
(32)를 이용하여 각종 설정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화면상의 소정 개소(箇所)를 마우스(34)를 
이용하여 클릭함으로써, 필요한 입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어, 이용자가 프로그램 작성장치(1)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이나 디버그를 수행하
는 경우의 구체적인 순서를 설명한다. 디스플레이 장치(30)의 화면상에는 시퀀스 에디터(12)의 기동용 버
튼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이 버튼을 마우스(34)로  클릭함으로써,  시퀀스 에디터를 기동시킨다. 
OS(28)는 GUI 처리부(26)에 의해 화면상의 조작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 기동용 버튼이 클릭되면, 시
퀀스 에디터(12)를 기동한다. 이후, 시퀀스 에디터(12)를 사용한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 편집
작업과 디버그 작업이 실행가능한 상태가 된다.

먼저, 시퀀스 에디터(12)는 기동 직후에 메인 윈도우(main window)의 초기 화면을 표시한다. 도 4는 메인 
윈도우 초기화면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메인 윈도우 초기화면의 메뉴 바에는 「File」, 「Edit
」, 「Create」, 「Function」, 「Variable」, 「BreakPoint」의 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한 항목이 이용자에 의해 클릭되면, 각 항목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가 표시된다. 이하, 대표적인 항목
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도  5는  File(파일)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File」은  프로그램의  보존이나 
읽기, 인쇄 등을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 풀 다운 메뉴로는 「New」, 「Open」, 「Save」, 
「Print」, 「Close」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하, 단순히 「프로그램」이라 칭
한다)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에는 New(뉴)가 선택된다. 또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존할 경우에는 Save(세
이브)가 선택된다. 보존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내 수정 등을 할 경우에는, Open(오픈)이 선택된다.

도 6은 Function(펑션)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Function」은 프로그램 작성시
에 각 명령의 상세 내용인 함수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Calculate」, 「Control」, 「Counter」, 「
DC」, 「DSP」, 「RF」, 「System-I/F」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은 설정가능한 많은 함수를 그룹별
로 나눈 것으로, 이 풀 다운 메뉴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 선택되면, 다시 각 항목에 대응하는 복수의 함
수가 포함되는 펑션 설정 화면이 표시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함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Calculate」에는 수치연산처리용의 각종 함수가 포함된다. 「Control」에는 프로그램 제어용의 
각종 함수("if"나 "or" 등)가 포함된다. 「Counter」에는 카운터류의 제어용의 각종 함수가 포함된다. 「
DC」,  「DSP」,  「RF」의 각각에는 반도체 시험장치(100)  내의 시험실행부 (136)에 구비한 DC  유니트, 
DSP 유니트, RF 유니트(도시되지 않음) 제어용의 각종 함수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설정가능한 함수, 즉 명령을 미리 그룹별로 나눠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는 그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원하는 기능을 갖는 함수를 매뉴얼 책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수고가 들지 않으며, 프로그램 작성의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풀 다
운 메뉴 중 어느 한 항목이 선택된 후에 표시되는 화면의 구체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도 7은 Variable(베리어블)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서 사
용할  변수를  정의하는  「Define」과,  변수의  내용을  표시하는  「Display」가  포함된다.  도  8은 
BreakPoint(브레이크포인트)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예를 들면, 디버그용 브레이
크포인트의 설정을 모두 해제하는 「Clear All」이 포함된다. 브레이크포인트의 설정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프로그램의 작성동작]

이어, 상술한 기동 직후의 메인 윈도우의 초기화면으로부터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작순서를 설명한
다.

예를 들면, 완전히 신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도 4에 나타낸 메인 윈도우의 메뉴 바 
내의 「File」을 클릭하여, 도 5에 나타낸 풀 다운 메뉴를 표시시킨 후에, 이 풀 다운 메뉴에 포함되는 
「New」를 클릭한다.

도 9는 File의 풀 다운 메뉴에서 「New」가 선택된 경우의 메인 윈도우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풀 다운 메뉴 중에서 「New」가 선택되면, 메인 윈도우에, 실행제어버튼 표시
부(200)와 프로그램 표시부(210)가 새로이 표시된다. 이 프로그램 표시부(210)가 포함되는 메인 윈도우가 
시퀀스 설정화면에 대응한다.

실행제어버튼 표시부(200)에는 「Debug」, 「Edit」, 「Start」, 「Reset」, 「Cont」, 「Next」, 「Step
」의 각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나, 이미 작성되어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
램을 독출한 후에 수정을 가할 경우 등의 편집 작업에서는 「Edit」 버튼이 선택되며, 이후 시퀀스 설정
부(14)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 시퀀스의 설정 동작이 개시된다. 또한, 「Edit」 이외의 각 버튼은 주로 
디버그용이며, 각각이 선택된 경우의 상세한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그 시점에서 선택 불가능
한 버튼은 비표시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Edit」 버튼이 선택된 경우에는 「Debug」 버튼과 「Start」 
버튼만이 유효하게 되며, 그 이외의 버튼은 선택 불가능한 비표시상태가 된다.

또한, 프로그램 표시부(210)는 테스트 셀(212)과 프로그램 셀(214)을 포함하고 있다. 테스트 셀(212)에는 
테스트 번호와 간단한 테스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프로그램에 하나의 테스트 셀(212)이 대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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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셀(214)에는 좌단에 브레이크열(216)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어 시퀀스 번호와 
이 시퀀스 번호의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브레이크열은 디버그시의 브레이크포인트
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속된 시퀀스 
번호만이 설정된 복수의 프로그램 셀이 포함된 프로그램 표시부(210)가 표시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스테이트먼트를 입력하고 싶은 프로그램 셀을 
마우스(34)를 이용하여 클릭하여 어느 한 프로그램 셀만을 편집 가능한 상태로 한 후에, 메뉴 바에 포함
되는 「Function」을 클릭하여 도 6에 나타낸 풀 다운 메뉴를 표시시키고, 그 중에서 설정하고 싶은 함수 
그룹을 선택한다.

도 10은 도 6에 나타낸 「Function」의 풀 다운 메뉴 중에서 「Counter」가 선택된 경우의 표시예를 나타
낸 도면이다. 펑션 설정부(16)는 「Function」의 풀 다운 메뉴 중에서 어느 한 함수 그룹이 선택되면, 선
택된 함수 그룹에 대응하는 펑션 설정 화면인 윈도우(도 10에 나타낸 예에서는 카운터 윈도우(Counter 
Window))를 디스플레이(30)에 표시한다.

도 10에 나타낸 카운터 윈도우에 있어서, 왼쪽 위의 함수 선택영역(300)에는 함수 그룹 「Counter」에 포
함되는 복수의 함수가 일람 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클릭하면, 펑션 설정부(16)는 
이 클릭된 함수의 간단한 설명을 함수 선택영역(300)의 하측에 표시함과 동시에, 이 클릭된 함수에 대응
하는 파라메터의 구체적인 값을 설정하기 위한 파라메터 설정영역(302)을 함수선택 영역(300)의 오른쪽란
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함수로서 「read fail」이 클릭되면, 펑션 설정부(16)는 그 내용 표시 「지정된 테스트 번호
의 시험결과를 지정된 변수로 격납합니다」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 함수에 대응하는 파라메터인 테스트 번
호(test-no.)의 지정과 변수(var)의 지정을 할 수 있는 파라메터 설정영역(302)을 표시한다.

도 10에 나타낸 예에서는, 테스트 번호로서 고정값인 「4300」이 설정되어 있으며, 시험 결과를 격납하는 
변수로서 「faildata」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변수의 사이즈나 형태를 지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용 변수정의화면을 표시시켜 이미 사이즈나 형태 등이 정의된 변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변수를 지정하도록 하면, 사이즈나 형태 등이 정의되지 않
은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도 11은 변수 정의를 행하는 변수정의 윈도우(Define Variable Window)의 표시예로, 도 10에 나타낸 카운
터 윈도우에 있어 파라메터 설정영역(302) 내의 「select」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에 표시되는 윈도우의 
구체예가 나타나 있다. 설정가능한 변수의 종류로서, user(유저 변수), GLOBAL(실수형의 시스템 변수), 
FK(논리형의 시스템 변수)가 있다. 이용자가 정의하고자 하는 변수의 종류에 대응하는 버튼이 클릭되면, 
그  시점에서  정의되고  있는  변수의  내용이  변수  테이블(Variable  table)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faildata는 『사이즈(size)가 1로서 타입(type)이 정수형(int)  변수이며, 코멘트(comment)는 fail  data 
area』라는 내용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변수 「faildata」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에는, 도 11에 나타낸 변수정의화면 왼쪽 아래의 「OK」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도 10에 나타낸 파라메터 
설정영역(302) 내의 변수 지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수 테이블 중에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변수를 클릭하여 정의내용 입력영역 (400)에 그 함수의 정의내용을 표시시키고 필요에 따
라 정의 내용을 변경한 후에, 「변경(change)」 버튼을 클릭하여 이 내용 변경을 유효하게 한 후에, 「OK
」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의내용 입력영역 (400)에 정의하고 싶은 함수
의 명칭(name), 사이즈, 코멘트, 형태를 입력한 후에, 「추가(add)」 버튼을 클릭하여 이 변수를 변수 테
이블에 추가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도 10에 나타낸 카운터 윈도우를 이용한 함수의 선택과 이 함수에 대응하는 파라메터의 설정이 종료된 후
에, 화면 왼쪽 아래의 「OK」 버튼이 클릭되면, 펑션 설정부(16)는 이 설정내용을 시퀀스 설정부(14)로 
보내고, 시퀀스 설정부(14)는 이 수취한 설정 내용을 도 9에 나타낸 그 시점에서 설정 대상으로서 선택되
어 있는 프로그램 셀(214)의 스테이트먼트로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각 시퀀스 번호의 프로그램 셀(214)마다,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되는 함수와 그 파라메터가 
설정된다. 도 12는 이와 같이 하여 각 시퀀스 번호에 대응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입력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예를 들면 시퀀스 번호(21)에, 도 10에 나타낸 카운터 윈도우를 이용하여 
설정된 함수 「read fail」을 이용한 스테이트먼트가 포함된다. 다른 시퀀스 번호에 대응하는 각 스테이
트먼트도  동일하며,  함수의  선택과  이  선택된  함수에  대응하는  파라메터의  지정을  수행함으로써 
설정된다.

그런데, 본 실시형태의 프로그램은 메인 윈도우상에서는 이용자가 편집하기 쉽게 도 12에 나타낸 표시형
태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램 작성처리부(10)의 내부에서는 도 2에 나타낸 오브젝트로서 취급된다. 즉, 
각 스테이트먼트 번호에 대해 함수와 그 파라메터가 설정된 시점에서, 시퀀스 설정부(14)는 이 시퀀스 번
호에 대응하는 순번이 되도록 명령의 배열을 설정하고, 펑션 설정부(16)는 이 함수와 1:1로 대응하는 OP 
코드로 변환한다. 또한, 파라메터 계산부(18)는 펑션 설정부(16)에 의해 설정된 각 함수의 파라메터에 대
응하는 실행시의 구체적인 값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각 명령의 배열 및 그 내용인 OP 코드와 파라
메터의 구체적인 값이 설정되며, 도 2에 나타낸 오브젝트로서의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또한, 각 함수의 파라메터값이 고정값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구체적인 값이 파라메터 계
산부(18)를 통한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파라메터 값이 변수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행시가 
아니면 그 구체적인 값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라메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실행 지시가 
이루어졌을 때 파라메터 계산부(18)에 의해 그 구체적인 값이 계산된다.

상술한 순서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메인 윈도우의 메뉴 바 내에 있는 「File」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에 
포함되는 「Save」등을 지정함으로써 보존할 수 있고, 시퀀스 에디터(12)는 이용자에 의해 보존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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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경우에, 도 2에 나타낸 형태의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드 디스크 장치(36)에 보존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OS(28)이 갖는 GUI 기능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장치(30)의 화면상에 
각종 설정화면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 표시 내용에 따라 함수의 종류나 대응하는 파라메터를 설
정하거나, 각 함수의 실행 순서인 시퀀스 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표시 화면을 보면서 하는 대화형식으
로 간단하게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 작성에 요하는 수고를 대폭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소오스 프로그램으로서의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태를 
갖는 오브젝트로서의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작성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마다 컴파일러를 이용
하여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정이 불필요해지며, 프로그램 작성에 요하는 수고를 더욱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소오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오브젝트로서의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만이 작성되
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관리가 용이해지는 이점도 있다.

[프로그램의 디버그 동작]

이어, 상술한 메인 윈도우를 표시시킨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디버그를 행할 경우의 동작 순서를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작업은, 프로그램의 작성, 편집 작업중에 단
순히 각 프로그램 셀(214)의 좌단 브레이크열(216)을 클릭하여, 브레이크 포인트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마
크(도 12에 나타낸 예에서는 ★ 표시)를 표시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 작업은 프로그램 작성시에 할 수도 
있지만, 편집 작업이 종료되어 보존된 프로그램을 독출하여 표시시킨 후에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일단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메뉴 바내 「BreakPoint」의 풀 다
운 메뉴에 포함되는 「ClearAll」을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후에, 이용자는 메인 윈도우의 실행제어버튼 표시부(200)에 포함
되는 「Debug」 버튼 또는 「Star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디버그의 개시를 지시한다. 

이 「Debug」버튼은 디버그 동작의 개시 지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버튼이 클릭되면, 디버그 실행부
(20)는 그 시점에서 표시되어 있는 테스트 번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시퀀스 번호가 작은 순으로 실행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퀀스 번호에 도달했을 때에 실행을 중단한다.

「Start」 버튼은 현재 편집중인 프로그램을 일단 보존한 후에 디버그 동작의 개시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의 동작은 상술한 「Debug」 버튼이 클릭된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디버그 모드에서는, 상술한 「Debug」 버튼이나 「Start」 버튼 이외에 「Reset」, 「Cont」, 「
Next」, 「Step」의 각 버튼이 표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 각 버튼에 대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Reset」 버튼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그 동작을 중지할 경우에 사용된다. 「Cont(컨티뉴)」 버튼
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시퀀스 번호에서 중단된 동작을 재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Next」버튼은 
프로그램의 실행 위치를 1 스텝 전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에 서브 루틴으로의 분기 
명령 (gosub)이 있었던 경우에는 서브 루틴 내의 처리를 포함하는 이 분기명령 전체가 1 스텝으로서 취급
된다. 이에 비해, 「Step」버튼도 프로그램의 실행 위치를 1 스텝 전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서브 루
틴 내로의 분기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서브 루틴 내의 각 명령도 1 스텝으로서 취급하며, 서브 루틴 내
에서 실행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디버그 작업에 있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위치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했을 
때에, 사용되는 각 변수가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메뉴 바의 「Variable」에 대응
하는 풀 다운 메뉴 중에서 「Display」를 클릭하면 된다. 

도 13은 「Variable」에 대응하는 풀 다운 메뉴 중에서 「Display」가 선택된 경우의 변수 표시 윈도우
(Display Variable Window)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user」, 「GLOBAL」, 「FK」 중에서 변수의 
종류를 선택하면, 사용되고 있는 변수가 베리어블 테이블 영역 내에 표시된다. 이 중에서 값을 참조하고 
싶은 변수를 클릭한 후에, 이 윈도우의 왼쪽 아래에 표시된 「Get Data」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 테이블
(variable table)의 아래측에 배치된 디스플레이(display) 영역에 그 변수값이 표시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용자가 변수값을 확인한 후에 디버그 동작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
된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이 윈도우를 닫은 후에, 메인 윈도우의 실행제어 버튼 표시부(200)에 포함
되는 「Cont」 버튼을 클릭한다.

또한, 변수값을 조사한 후, 이 값을 변경하여 디버그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change data」의 입력 
틀에 직접 변경후의 값을 입력한 후에 「Set Data」 버튼을 클릭하여 주목하고 있는 변수에 변경후의 값
을 설정한다. 이후, 변수값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이 윈도우를 닫은 후에, 메인 윈도우의 실행제어 버튼표시부 (200)에 포함되는 
「Cont」 버튼을 클릭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오브젝트로서의 디바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작성되기 때문에, 프로그
램 작성, 편집 작업중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디버그 작업을 실행할 때에는 편집한 프로
그램에 대해 직접 디버그 지시를 할 수 있고, 종래와 같이 소오스 프로그램을 편집하면서 오브젝트 프로
그램을 실행하여 디버그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디버그 작업에 요하는 공정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요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실시형태의 프로그램 작성장치(1)는 반도체 시험장치(100)에 접속된 워
크 스테이션에 의해 실현하도록 하였지만, GUI 처리가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작
성을 하도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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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에 대응하는 복수의 프로그램 셀을 갖는 시퀀스 설정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프로그
램 셀 중 어느 하나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 지정된 상기 프로그램 셀의 위치에 대응하여 주목하고 있는 
명령의 실행 순서를 설정하는 시퀀스 설정수단과, 

반도체 시험용으로 미리 준비된 복수의 함수와, 각 함수에 대응하는 파라메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파
라메터를 포함하는 펑션 설정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함수 중 어느 하나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 지정된 상
기 함수를 주목하는 상기 명령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상기 파라메터값을 설정하는 
펑션 설정수단을 구비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펑션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상기 함수의 파라메터값을 실행 형식으로 변환하는 파라메터 계산수단
을 더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펑션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상기 함수의 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코드와, 이 함수에 대응하여 상
기 파라메터 계산수단에 의해 실행 형식으로 변환된 후의 상기 파라메터값을 한 조로 하여, 상기 시퀀스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실행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오브젝트로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반도체 시험장치
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에 대응하는 상기 함수 및 이에 대응하는 상기 파라메터는 C 언어의 함수 및 이에 대응하는 파
라메터의 각 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작성 대상이 된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디버그 동작을 수행하는 디버그 실행수단을 더 구비한 반
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셀의 일부에 디버그 동작시에 처리를 중단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 반도체 시험장치
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크 포인트의 설정을 상기 프로그램 작성시 또는 편집시에 행하는 반도체 시험장치의 프로그램 
작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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