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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메모리 모듈 핸들러가 동작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동작을 주로 하지만, 모터나 실린더 혹은 센서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알람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때 해당 알람에 대한 고유의 알람 코드가 있어야 하며, 기존 방식은 알람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작성하거나, 

모터나 IO를 기준으로 하여 알람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모터나 IO수가  늘어남에 따라 알람코드를 생성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 되었다. 또한 작성자에 따라서 일관성도 없어서 알람코드가 추가되지 않은 알람에 대해서는 소스 없이 알람 코드만 보

고 어떤 알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알람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터와 IO에 대한 알람은 알람코드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신속히 생성하고, 소스에도 바로 추가시킬 수 있으며, 작성자가 다

르더라도 일관성 있는 알람 코드가 추가되어 어떤 장비라도 어느 알람인지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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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반도체 핸들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리, 화학, 열 에너지

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기계적 요소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화 장비의 

통칭으로서 크게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의 라인 자동화 

시스템이나, 완성된 칩을 패키징 하는 후 공정의 대부분의 개별 자동화 

장비, 그리고 테스트 공정의 테스트 핸들러로 분류된다[1]. 메모리 

모듈 핸들러는 여러 개의 모터와 IO로 이루어진 실린더 혹은 센서를 

통해 원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나 실린더 혹은 센서에 문제가 생겨 알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터나 실린더, 혹은 센서가 많지 않은 작은 핸들러에서는 

해당 알람에 대한 고유한 알람 코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

나, 모터, 실린더, 센서가 크게 늘어난 핸들러에서는 고유의 알람 

코드를 생성시키고, 알람 코드 파일에 넣는 일과 핸들러 소스가 비정상

적일 때 고유의 알람 코드를 출력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큰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실수로 알람 코드 파일에 코드를 넣지 

않거나 소스만 업데이트 되고 알람 코드 파일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알람 코드만 가지고 어떤 알람이 발생 했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람 코드를 일정한 규칙으로 

생성하는 룰을 갖게 되면, 알람 코드 파일을 자동 생성시킬 수도 있으며, 

핸들러 소스 안에 알람코드 출력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모터, 실린더, 센서 알람, 알람 발생 위치

모터의 알람에는 설정된 위치로 가지 못했다는 알람과 모터 콘트롤

러에서 발생시키는 알람으로 나뉜다. 이때, 모터 콘트롤러에서 발생시

키는 알람은 모든 모터들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미리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설정된 위치로 가지 못했다는 알람은 모터마다 

위치의 개수와 위치값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지정할 수가 없다[2]. 

또한, 실린더의 알람은 동작을 시켰을 때 해당 위치로 지정된 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알람이 있다. 이때는 Output IO와 Input 

IO 2가지로 나누어진다. 센서 알람은 실린더에 있는 센서를 제외하고 

특정 구간에서 물체를 감지하여 있거나, 없다는 알람을 발생시킨다. 

실린더와 센서의 IO 번호는 핸들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가 없다. 

기존의 방식은 알람 코드 파일을 미리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알람이 발생하는 곳에 일일이 알람 코드를 넣어줘야 

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추가될 때는 기입되지 않는 곳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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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다음의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람코드 생성 방법의 

알고리즘이다.

총 6자리로 된 알람 코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자리는 모터와 

IO를 구분하고, 모터에서는 둘째, 셋째 자리가 모터 번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모터에서 네 번째 자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의 

알람 종류를 구분하게 된다. 아래는 1로 적용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가 이동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IO에서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가 IO 번호를 나타내면 여섯 번째 자리는 해당 IO의 

알람 상태를 표기하게 된다.

구분 모터 IO

1번째 자리 0 1

2번째 자리
모터 번호

IO 번호
3번째 자리

4번째 자리 1

5번째 자리
이동 위치 번호

6번째 자리 IO 상태

Table 1. Alarm code generation algorithm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알람 코드 생성 방법은 모터와 IO의 

번호로 알람 코드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생성 방법을 Program으로 

만들 수 있는 규칙성을 갖게 하고 또한 코드를 발생시킬 때도 간단한 

룰로 모터 번호나 IO 번호를 넣음으로 중간에 누락 되는 일이나 잘못 

적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모터나 IO가 추가되어 

알람 코드 파일에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터가 어떤 알람을 발생시켰는지, 혹은 어떤 IO가 어떤 동작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바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IO 번호를 지정한 IO MAP과 모터 번호와 위치를 지정한 

MOTOR MAP을 이용하여 알람 코드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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