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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통신 프로토콜 표준인 SECS

(SEMI Equipment Communication Standard)는

1970년 후반 반도체 제조업체였던  휴렛패커

드가 자체내에서 사용할 통신표준을 정의하고

자 하는 시도에 의해 자사내 Deer Creek 실험

실의 클레어에 의해 수행된 일부 작업에서 발

전되었다.

SECS 표준은 메시지 전송 표준인 SECS-I과

메시지 내용 표준인 SECS-II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SECS-I 프로토콜은 1980년에 처

음으로 발표되었으며, SECS-II 프로토콜은

1982년 이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한 번의

개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다.

SECS 프로토콜은 그림 1과 같은 ISO에서 정

한 OSI 7계층 모델과 달리 아래 그림 2와 같

은 계층 구조를 갖는다.

SECS-I 표준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간의 통

신 프로토콜을 정의하며, 메시지 전송 부분이

라고 불려진다. 또한 물리계층, 블록계층, 메

시지 계층, 그리고 트랜잭션 계층을 포함하고,

각각의 계층마다 메시지 전송에 따른 특징들

을 처리하며 장비와 호스트간에 SECS-II에

정의된 메시지 내용을 전송한다. 그리고

SECS-II는 메시지 내용을 다루며, 메시지에

대한 형식을 정의하고, 장비와 호스트간에 대

화를 통해 통신을 한다.

SECS 프로토콜 표준의 전송 블록 형식은 그

림 3과 같다.

SECS 메시지 블록은 길이 바이트, 헤더, 텍스

트 및 체크썸(checksum)으로 구성이 되고, 10

바이트의 헤더 길이를 가지며, 헤더 부분에는

장치 고유 번호, 스트림 및 기능, 블록 번호,



시스템 바이트로 구성된다. SECS-I은 SECS-II

에서 정의하는 부분인 텍스트 부분을 포함한

전체 블록에 대한 특징들을 정의한다.

SESC-II는 그림 4와 같이 일련의 데이터 아

이템들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형식과 데이터

의 길이 바이트로 정의되고, 실제 데이터를

최고 약 8 Mbytes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SECS 프로토콜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기 위한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커넥터로써 RS-232C를 사용한다. 만일 대용

량 데이터나 고속의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TCP/IP상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

드는 HSMS(High Speed SECS Message Service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여기서, HSMS 프로토콜

은 TCP/IP 환경을 이용하여 반도체 공장에서

의 컴퓨터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인터

페이스를 말한다. 그리고 HSMS는 SECS-I을

대신하여 SECS-II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헤

더 역할을 수행하여 TCP/IP상에서 데이터 전

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로 정의된다.



SECS 프로토콜이나 HSMS 프로토콜은 반도

체 제조 공정에서의 장비간의 통신을 함으로

써 기존의 공정에서의 장비 활용의 비효율적

인 면을 많이 개선하고자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 인해

장비의 추가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장비 공급자나 장비 제조업자들의 경제

적인 이득을 위해 도입한 것이 GEM(Generic

Equipment Model)인데, GEM 표준은 반도체 장

비 제조업자들의 제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이나 융

통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장비 동작

이나 통신 수용능력을 정의한다. GEM을 이용

함으로 인해 비용 감소와 기능 향상을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장비 제조업자들은 더

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도체 공정을 자동화

할 수 있다.

현재 SECS 프로토콜을 응용한 표준 드라이버

개발과 HSMS, GEM을 응용한 개발에 있어서

는 미국의 GW Associations사에서 개발을 완

료해 공급중이며, 전체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SECS-I과

HSMS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SECS와 같이 단체표준으로서 그 분야의 시

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반도체 생산 및 조립장비 시장에서는 장비간

또는 장비와 호스트와의 통신은 SECS를 사

용하고, 장비내 구조는 필드버스를 활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방형 구조의 통신 기술은

반도체장비를 포함하는 전자제품조립 장비간

원활한 통신과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더욱 이러한 개방형 구조의 통신 기술 개발은

객체 지향 방법과 분산 객체 기술을 활용하여

야 할 것이다.

PROFIBUS GSD Editor
- GSD file 생성을 위한 쉬운 방법

The PROFIBUS GSD Editor is a 32-bit MS

Windows application. It provides an easy-to-use

interface for setting up, editing and checking

GSD (device database) files for PROFIBUS-DP

devices. It containes several basic templates and

examples. The PROFIBUS GSD Editor is based

on the GSD specifications for PROFIBUS-DP /

GSD Revision 2. The Tool is provided free of

charge by PROFIBUS International

Installation

To install PROFIBUS GSD Editor, execute

gsdedit.exe after successful download. Then

follow the installation wizard. Note : Before you

can use the program, you have to agree to the

licence agreement displayed at the beginning of

setup.

Download : www.profibus.co.kr

System Requirements

Hardware

Personal computer : Pentium 133 or higher

recommended .

Free space on hard disk : min. 10 MB

Display resolution : 1024 x 768 or higher

recommended .

Software

Operating system : Windows 95/98/NT 4.0

Help Browser : Internet Explorer 3.0 or higher

(Netscape does currently not support HTML

Help *.chm fi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