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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동작시키는 방법, 컴퓨터로구현되는 서비스 및 장치

(57) 요약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동작시키는 방법은 1)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

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고, 2)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 테

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고, 3)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

시한 것으로 판정되면 차단을 해제한다. 다른 실시예 또한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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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데이터 포매터(formatters)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

하는 단계와,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 상기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시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실행 개시 및 판정 단계는 상기 테스트기의 실행시 및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개시 전에 개시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실행을 개시할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식별하기 위한 구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사용자가 상기 차단을 번복(override)

하도록 조장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번복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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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 중 적어도 하나가 더 이상 동작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을 차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다시 동작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더 이상 동작가능하지 않은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 중 임의의 포매터를 재개(restart)하려는 것을 자동으로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

하는 코드와,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 상기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드와,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시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실행 개시 및 판정 코드는 상기 테스트기의 실행시 및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개시 전에 개시되는 컴퓨터

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실행을 개시할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식별하기 위한 구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

는 서비스.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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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사용자가 번복하도록 조장

하는 코드와,

상기 사용자의 번복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코드와,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 중 적어도 하나가 더 이상 동작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을 차단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다시 동작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

되는 서비스.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더 이상 동작가능하지 않은 상기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 중 임의의 포매터를 재개하려는 것을 자동으로 시도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

청구항 17.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와,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를 포함하되,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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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드와,

각각이 상기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포맷 프로세스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드와,

상기 포맷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포맷 프로세스 중 임의의 프로세스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포맷 프로

세스 중 적어도 하나가 동작가능하지 않는 경우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

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더 이상 동작가능하지 않은 임의의 포맷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것을 자동으로 시도하는 코드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모니터링될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선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되, 상기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는 테스

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하되, 상기 모니터링 서비스는 상기 선

택된 데이터 포매터 중 적어도 하나가 동작 실패하는 경우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가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경고 방법을 사용자가 선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단계와,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된 경우, 상기 선택된 경고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었

음을 상기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선택을 구성 파일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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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회로를 테스트하는 경우, 테스트 결과는 "처리전(raw)" 포맷으로 기록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처리전 포맷은 1)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2) 테스트 엔지니어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포맷이다.

처리전 데이터 포맷으로 인한 상기 어려움의 결과로서, 처리전 데이터는 흔히 예를 들어 데이터에 대해 재정렬

(rearranging), 분류(sorting), 그룹화, 추출(distilling) 및/또는 다른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다른 포맷으로 변

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formatter)를 동작시키는 방법은 1)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와, 2)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

단되어 있는 동안,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는 단계와, 3) 다수의 데이터 포매

터가 성공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컴퓨터로 구현되는 서비스는 1)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는 코드와, 2)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 테스

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드와, 3)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개시

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을 해제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장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

는 1)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속하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

행을 개시하는 코드와, 2) 다수의 데이터 포맷 프로세스의 실행을 개시하되, 각각의 데이터 포맷 프로세스는 테스트 결과

를 포맷할 수 있는 코드와, 3) 서비스 프로세스의 실행을 개시하는 코드를 포함한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포맷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여 포맷 프로세스 중 임의의 프로세스의 동작 상태를 검출하고, 그런 다음 적어도 하나의 포맷 프로세스가 동작

되고 있지 않은 경우 테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1) 사용자가 모니터링될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선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되,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단계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하되,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 중 적어도 하나가 동작되지 않으면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도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도면에 예시되어 있다.

발명의 구성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테스트기는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고,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는 그 테스트 결과를 수신하여 포맷하고

그런 다음 포맷된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 포매터는 테스트기로부터 직접 테스트 결과를

수신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서는, 데이터 포매터는 파일 또는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테스트 결과를 수신 또는 획득할 수 있

다. 그러나, 데이터 포매터는 여러 가지로 이유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포매터가 고장날 수 있고, 조

작자가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개시하기 전에 데이터 포매터의 실행을 개시하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고, 기술자가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시작시 데이터 포매터가 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조작자가 데이터 포매터를 일시 중지했으나 재시작하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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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의 생성이 동작가능한 데이터 포매터없이 진행되는 결과는 상당할 수 있다. 즉, 테스트 결과가 그들의 생성과

거의 동시에 포맷되어야 하는 경우, 데이터 포매터의 개시 또는 재개의 실패는 순차적 실행 프로세스(serially-executed

processes)(이 프로세스는 포맷된 유용한 테스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몇 시간, 몇 일 또는 몇 주까지 증가시

킬 수 있음)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생성 및 포맷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포매터의 개

시 또는 재개의 실패는 때때로 데이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즉, 테스트 결과가 메모리 또는 다른 임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고 데이터 포매터가 개시되기 전에 삭제되는 경우에 데이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데이터 포매터 모니터링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지칭됨)를 실행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포매터가 동작하는 일

없이 테스트기가 적절히 동작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테스트기가

테스트 프로세스(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실행의 개시 또는 그 프로세스의 지속을 차단할 수 있다. 테스트 프

로세스가 차단되면, 사용자가 상기 차단을 번복(override)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상기 차단에 대한 계획적인

행동이 없으면, 상기 차단은 유지되며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은 차단된다.

도 1은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될 때까지 테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예시적인 방법(100)을 예

시한다. 방법(100)은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상기 테스

트 결과는 적어도 하나의 피검사 장치(DUT)의 테스트에 관계된다)(블록 102). 그런 다음,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는 테스트 프로세스가 차단되어 있는 동안 그의 실행을 개시한다(블록 104). 그런 다음, 다수의 데이

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차단은 해제된다(블록 106). 바람직하게는, 방법(100)의 상

기 차단, 실행 개시 및 판정 동작은 테스트기의 시작시 그리고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개시전 개시된다. 몇몇

경우에서는, 이것은 데이터 포매터를 서비스에 따라(예를 들어, 테스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예비 또는 배경 프로세스에

따라) 실행을 개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하게 되면 테스트기의 모든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차단은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기의 프로세스만을 차단한다. 실행될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허

용을 거절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구현되며, 이러한 거절방식은 리소스 고갈(resource starving), 쓰레드 중지 또는 테스트

프로세스가 중지되도록 하는 신호전송(테스트 프로세스는 자동-중지에 의한 신호에 응답함)을 포함할 수 있다.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 포매터 각각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시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각 데이터 포매터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시했음을 나타내는 메모리 값(예를 들어, 수기신호

(semaphore), 플래그 또는 어레이 요소)을 설정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포매터 각각이 성공적으로 실행을 개시

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포매터 각각에 질의한다.

선택에 따라, 방법(100)은 실행을 개시할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식별하는 구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

다. 이 구성 데이터는 파일, 메모리, 사용자 입력 또는 다른 입력 소스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성 데이터는 임

의의 데이터 포매터에 질의함으로써, 또는 임의의 데이터 포매터와 연관된 구성 데이터 소스에 질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

다.

방법(100)은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 설명을 위해,

"사용자"는 사람 조작자 또는 그러한 경고에 응답하도록 프로그램된 프로세스일 수 있다.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차단을 번복하도록 조장될 수 있고,

사용자의 번복을 수신하는 경우, 방법(100)은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말기 상의 프롬프트를 통해, 또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및/또는 보안 심사가 이용되어 인증된 사용자만이 차단을 번복하도록 보

장한다.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 동안,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는 모니터링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

중 적어도 하나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은 또 다시 차단될 수 있다.

데이터 포매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사용자를 위한 계획적인 동작 때문에, 또는 고장 때문에 동작을 멈출 수 있

다.

데이터 포매터의 동작 실패는 예를 들어 데이터 포매터가 "심박(heartbeat)"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 데이터

포매터가 리소스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포매터가 이 데이터 포매터에 이용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소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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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레이스 상황(race condition) 또는 끝없는 루프), 데이터 포매터가 일정 기간 동안 포맷된 테스트 데이터를 생

성하는데 실패한 경우, 또는 다른 수단이 포맷 프로세스의 정상 상태(health)를 나타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결과로

서 검출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방법(100)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임의의 데이터 포매터를 재개하려 한다. 이와 달리, 경고를 받은 사용자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데이터 포매터를 재개하려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다시 동작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방법(100)은 테스트 프로세스의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방법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는 예를 들어 단일 위치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된 위치에서 고정된 또는 탈착가능한 매체(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고정된 디스크,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판독 전용 메모리(ROM) 또는 컴팩트 디스크)의 임의의 수 또는 이들의

혼합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는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것이나, 펌웨어 또는 프로그램된 회로를

또한 포함할 것이다.

도 2는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208,210,212)를 모니터링하고 테스트 프로세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예시적인 시스템

(200)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테스트기(204)는 하나 이상의 DUT(202)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데이터 포매터

(208,210,212)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생성한다. 데이터 포매터(208,210,212)는 테스트 결과를 (테스트기(204)로부터 직

접 또는 파일 또는 디스크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신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포맷하여 포맷된 데이터를 출력한다(즉,

Output_1, Output_2 및 Output_3로서). 예를 들어, 데이터 포매터(208,210,212)는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포매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포매터, EDL 포

매터 및/또는 STDF(Standard Test Definition Format) 포매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포매터의 출력

(214,216,218)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고, 파일, 데이터베이스, 디스플레이 포맷, 또는 다른 출력 포맷 혹은 구조를 포함

할 수 있다.

서비스(220)는 데이터 포매터(208,210,212)를 모니터링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포매터(208,210,212)가 동작하지 않

는 것으로 판정되면, 테스트기(204)가 테스트 결과를 생성하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차단 상태는

"ON'(차단 상태) 또는 "OFF"(차단 해제 상태)로 설정될 수 있는 테스팅 플래그(206)에 의해 개념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테

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실제 수단은 설계 선택의 문제이고, 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테스트기의 쓰레드(thread)를

중지하는 수단, 테스트기 전체를 중단하는 수단,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싱 리소스를 거절하는 수단, 테스트 프로

세스가 중단할 것을 알리는 수단, 공지된 또는 개발될 다른 프로세싱 차단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서비스(220)는 어느 데이터 포매터(208,210,212)가 동작할 지를 식별하는 구성 데이터(224)를 판독한다. 구

성 데이터(224)는 또한 테스트기(204)의 테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경우에 실행되는 경고 프로세스를 지정할 수 있다.

이들 경고 프로세스는 다양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상에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프로세스 또는, 조작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고를 트리거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200)의 일 실시예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같은 인터페이스(222)가 사용되어 서비스(220)가 모니

터링해야 하는 데이터 포매터의 사용자 선택, 차단에 대한 사용자의 번복, 또는 테스트 프로세스가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

게 경고할 수 있는 경고 방법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임의로 또는 모두를 수신할 수 있다.

도 3은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방법(300)을 도시한다. 방법(300)은 1) 사용자가 모니터링될 다수

의 데이터 포매터를 선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되,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는 테스트기의 테스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테스트 결과를 포맷할 수 있는 단계(블록 302)와, 2)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 서비

스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단계(블록 304)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서비스는 선택된 데이터 포매터 중 하나

가 동작을 실패하는 경우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을 차단한다.

선택에 따라, 방법(300)은 1) 테스트 프로세스가 차단됨을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경고 방법을 사용자 선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2) 테스트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단되는 경우, 선택된 경고 방법을 사용하여 테스트 프로세

스의 실행이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방법(300)에 의해 이용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선택은 구성 파일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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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방법(100,300) 및 장치(200)는 회로 테스트 결과와 같은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저장 및 포맷을 하는 다수의 애플리케

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 결과는 애질런트사에 의해 공급되는 93000 SOC 시리즈

테스트기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93000 SOC 시리즈 테스트기는 SOC(System On a Chip) 테스트기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테스트 결과가 생성됨과 동시에 상기 테스트 결과는 동작되지 않는 포매터 없이 다수의 포매터에 의해

포맷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개시될 때까지 테스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예시하는

도면,

도 2는 다수의 데이터 포맷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테스트 프로세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블록도

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다수의 데이터 포매터를 모니터링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예시하는 방법.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2 : DUT 204 : 테스트기

208 : 포매터 220 : 서비스

222 : 사용자 인터페이스 224 : 구성 데이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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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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