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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FT-LCD 생산 라인에서의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 포맷 표준화 방안을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해 TFT-LCD 생산 라인을 구축 하는데 있어서 Glass 반송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 및 32개의 Word로 구성된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였다.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표준화된 Glass 데이터 
프레임 포맷을 사용함에 따라, 각 장비 제조사의 시스템 설계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셋업 기간 단축 등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1. 서론 
 

FPD (Flat Panel Display) 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PD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빠
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FPD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고 예상된다[1]. TFT-LCD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의 생산 라인은 크게 Array, Cell, Module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2]. 또한 각 생산 라인은 여러 종
류의 공정장비, 검사장비, 반송장비 및 물류장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공장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와 각종 장비들은 서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받
으며 작동하고 있다[3].  

TFT-LCD 생산 공정은 그 작업의 특성상 무인 자동화 
생산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초정밀공정에서는 미세 먼
지(Particle) 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감소시키고, 또 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감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린룸(Clean 
Room) 환경이 사람에게 편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초기 TFT-LCD 생산 라인은 작업자가 수동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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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기도 하고 Run-sheet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을 
진행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제품의 상황을 파악하는 반
자동화(Semi-Automation)의 개념이었으나, 네트워크 기술
이 발전하고 각종 통합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완전자동
화(Full-Automation)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시스
템 통합 개념으로 양산이 진행되고 있다[3]. 

TFT-LCD 생산 공정 자동화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와 
스케줄링으로 대변된다[4]. 다시 말하면, 연관된 부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공정에 맞게 생산 라
인을 스케줄링(Scheduling)하는 것이며, 이 바탕 위에 생
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관리 기술이 추가된다. 완전 자
동화된 시스템에서는 각 생산 장비와 MES 사이의 원활
한 데이터 통신이 필수적이지만, 각각의 장비 업체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이 다르고, 장비의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
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세계 반도체산업 표준기관
인 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에서는 MES와 반도체 장비 간 통신 프로토
콜에 대한 표준 및 장비의 동작과 통신 시나리오에 대
한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SECS-I (SEMI 
Equipment Communications Standard-I), SECS-II (SEMI 
Equipment Communications Standard-II)와 HSMS (High 
Speed SECS Message Service)를 묶어서 반도체 장비 간 
통신의 표준인 SECS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5]. SEC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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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통신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약이고, SECS-I과 
HSMS는 SECS-II 데이터를 RS-232C와 이더넷(Ethernet)
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규약이다. 

TFT-LCD 생산 라인은 각 제조업체별로 특징과 차이점
이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SECS는 TFT-LCD의 생산 라인에서 
MES와 각 장비 또는 BC(Block Controller) 사이에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표준 통신 규격으로서, 이를 적용하여 각 
TFT-LCD 제조사들은 설비 투자시에 효율적인 장비 셋
업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MELSEC NET은 PLC용 
네트워크 시스템을 뜻하며, Master PLC는 각 장치간에 
MELSEC NET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BC와 Glass 처
리 정보를 송수신한다. 

 

 
그림 1.  TFT-LCD 생산 라인 구조 

 
BC는 각 생산 장비들과 각종 데이터를 MES에 보고하
고, 또한 MES로 부터의 데이터를 각 장비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별 BC를 구성하는 단위 공정의 
경우 BC 하부의 각 장치의 통합은 표준화된 데이터 프
레임이 없어서, TFT-LCD 관련 각 장비 메이커의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 사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다. 

 
1) TFT-LCD 제조사의 생산 라인 구성의 복잡성으로 설
비 제조업체의 셋업 비용 증가 

2) 설비 셋업 및 라인 안정화 기간이 길어짐 
3) 각 라인별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 포맷으로 유지
보수 시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C 하부 시스템(즉, 단위공정)
에서 설비간 반송되는 Glass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프레
임 포맷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TFT-LCD 생산 라인의 셋업 및 
유지보수 시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시스템 구조와 장치간 데이터 프
레임 포맷 구조, BC와 장비간의 데이터 통신방법을 정의

한 후, Glass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을 정의하였다. 또한, 
BC로 보고되는 장비의 프로세스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 사양
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Glass 데이터의 구조 및 내용 정의 

 
SECS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표준이

기 때문에, TFT-LCD의 In-Line 시스템과 같은 여러 종류
의 장비들이 1개의 생산 라인에 나열된 시스템의 통합
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
나 개별 TFT-LCD 장비 제조사들은 시스템 사양을 공유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같은 TFT-LCD 제조사가 신규 라
인을 증설할 때도 시스템 사양이 변경 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장비 제조업체는 각각의 TFT-LCD 제조사의 
요구에 적합한 생산 라인 셋업을 위해, 매번 새롭게 시
스템 설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TFT, Color Filter 라인에서 사용하는 배출처리 Glass 데
이터와 보고 Glass 데이터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배출
처리 Glass 데이터와 보고 Glass 데이터는 총 32개의 
Word(1 Word는 16 bit)로 데이터 열이 구성되고, Glass에 
부착되어 각 장치간에 Glass와 함께 반송되어 처리된다 
 

 
 

그림  2. Glass 데이터  구조  
 
1) Lot ID 
 
 각 Lot를 식별하는 ID로 7 Word에 알파벳, 숫자를 사용
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면 ‘FA953000110’와 같이 각 제
조사별로 Word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Process Code 
 
 현재 처리되는 생산과정 및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정보로 4 Word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ABCD’ 와 같이, 
각 제조사별로 Process Code에 생산 과정 및 프로세스 
정보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 상류실처리 Data 
 
 상류 프로세스 장치의 처리 데이터를 검사장치 또는 
하류장치에 건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상류 프로세스 장
치는 3 Word에 상류실처리 Data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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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류실처리 Data 구조 
 

 상류실처리 Data의 0~23bits까지는 각 장비의 실처리 
데이터를 담고 있다. 1번 장비(EQ1)과 3번 장비(EQ3)의 
경우 처리한 Glass의 수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
문에, 4bits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장비는 1bit에 정보
를 기록하여 처리완료, 미완료 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대 18개의 장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5번째 bit부터 4bits는 저장 장비(Tank)에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후 12bits는 저장 장비에서 처리
한 Glass의 수를 표현한다. 이후 2bits와 6bits, 총 8bits를 
통해서 처리한 Glass의 검사 관련 정보를 저장한다.  
 

표 1. Glass 종별 데이터 필드 정의 
 

Bit  Bit 정의 설명 

0 Bit 

~4 Bit 
Glass Size Code 20 ~ 23 

Loader의 Recipe 설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입력 
Code 0: Size A, Full 
Code 1: Size B, 2/3 
Code 2: Size C, 1/2 
Code 3: Size D, 1/3 
Code 4~7: Size E~F (미사용) 

4 Bit 

~5 Bit 

Glass Thickness Code 

20 ~ 21 

Loader의 Recipe 설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입력 
Code 0: 두께A 참고두께 0.5mm 
Code 1: 두께B 참고두께 0.6mm 
Code 2: 두께C 참고두께 0.7mm 
Code 3: 두께D 참고두께 1.1mm 

6 Bit CF/TFT Glass Bit 
CF Glass: 0, 

TFT Glass: 1 

7 Bit Pass Glass Pass반송 설정 Glass 

8 Bit Dummy Glass Dummy Lot Glass 

9 Bit Offline 투입 Glass 
Loader 투입 시 Offline Mode에 투

입된 Glass 표시 

10 Bit 
Glass Map 불일치 

Glass 

Loader 투입 시 Map 불일치 투입 

Glass 표시 

11 Bit Glass ID 변경 
VCR 입력 등에 의해 투입 시 ID

의 변경 표시 

12 Bit VCR 미사용 
VCR Reading을 하지 않고 반송한 

Glass 표시 

13 Bit 

~15 Bit 
Spare 1 ~ 3 여유 Bit 

4) Spare 
 
 BC 하부 공정에 장비가 추가되거나 장비에 관련된 추
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상류실처리 Data에 이어지는 
Spare 필드를 이용할 수 있다. 
 
5) Recipe 번호 
 
 Glass의 처리 Recipe 번호를 이진값으로 처리한다(2자리
수 Recipe 장치 01~99). 자동 Recipe변경 가능 장치는 상
류로부터 Glass를 받는 경우에 이 Recipe 번호에 대응하
는 동작으로 Glass의 처리와 반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송 도중에 각 장치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6) Glass 종별 데이터 
 
 Glass 종류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를 16bits로 표현한다. 
저장 데이터의 예는 표 1과 같다. 
 
7) Lot/Slot번호 
 
 앞의 8비트는 로트(lot)번호를 나타내고 나머지 8비트는 
슬롯(Slot)번호를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8) Glass ID 

 
 7 Word에 알파벳, 숫자로 Glass ID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낸다. 
 
9) Glass Judge Code 
 
 Glass의 판정 코드를 1 Word로 표현한다. 각 검사장치
들에 사용 가능하다. 
 
10) Glass Add Data 
 
 각 장치에 대해 Glass 처리 상태를 표현하는 정보를 저
장한다. 공정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Glass Add 
Data의 각 Bit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Glass Add Data 필드 정의 
 

Bit  Bit 정의 설명 

0 Bit 

~1 Bit 
EQ1 Glass Turn Data Bit 1~2 

2 Bit 

~3 Bit 
EQ2 Glass Turn Data Bit 1~2 

2 bit를 사용하여 Glass 회전 

각도 표현 

4 Bit EQ2 Glass Unit A Turn Data 
Aligner Transfer A가 회전한 

경우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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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Bit 정의 설명 

5 Bit EQ2 Glass Unit B Turn Data  
Aligner Transfer B가 회전한 

경우 1, 아니면 0 

6 Bit 

~7 Bit 

Developer Glass Turn Data 

Bit 1 ~ 2 

2 bit를 사용하여 Glass 회전 

각도 표현 

8 Bit 
E 장치처리 Bit 

(하류HP/CP Front Down Flag) 

하류(Coater후) HP/CP Front측 

장치가 Glass 처리 중에 멈

추는 경우 1, 아니면 0 입력

9 Bit 
F 장치처리 Bit 

(상류HP/CP Rear Down Flag) 

상류(Coater전) HP/CP Rear측 

장치가 Glass 처리 중에 멈

추는 경우 1, 아니면 0 입력

10 Bit 
G 장치처리 Bit 

(Aligner A Down Flag) 

Aligner A장치가 Glass 처리 

중 멈추면 1, 아니면 0 입력

11 Bit 
H 장치처리 Bit 

(Aligner B Down Flag) 

Aligner B장치가 Glass 처리 

중 멈추면 1, 아니면 0 입력

12 Bit 
I 장치처리 Bit 

(Macro 검사유효 Flag) 

Macro Inspection 장치로 검사 

해야하면 1, 아니면 0 입력 

13 Bit PreBake 장치 Pass Bit 

Loader/Unloader장치가 Glass

를 꺼낼 때, BC의 Process 

Recipe가 Pass인 경우 1, 아

니면 0 입력 

14 Bit 
Aligner Transfer 장치 Pass 

Bit 

Loader/Unloader장치가 Glass

를 꺼낼 때, BC의 Process 

Recipe가 Pass인 경우 1, 아

니면 0 입력 

15 Bit Oven 장치 Pass Bit 

Loader/Unloader장치가 Glass

를 꺼낼 때, BC의 Process 

Recipe가 Pass인 경우 1, 아

니면 0 입력 

 
11)  Glass 이력 
 
 공정 단위로 유동하는 경우에 보조 데이터를 사용한다. 
검사 장치 등 로트를 판단하는 장치는 호스트에 보고하
는 Lot Judge Code를 이진값으로 기입한다. 로트 판단은 
기본적으로 매회 실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동일 로
트의 2매째의 Glass에서는 합계 2매까지의 데이터로 로
트를 판단하고, 3매째이면 합계 3매까지의 데이터로 로
트의 판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TFT-LCD 생산 라인에서의 시스템 통
합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 포맷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위해 TFT-LCD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Glass 데이터의 프레임 구조 및 데이터 필드의 구조를 
정의하였다. 

Glass가 자동으로 반송되는 TFT-LCD 생산 라인의 특
징으로 인해, 각 장비는 Glass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필
요한 Process 데이터를 하류장비나 상위 시스템에 보고 
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lass 데이터의 표준 데
이터 프레임 포맷을 제시하여 장비 업체의 효율적인 시
스템 설계와 비용 절감, 설비 초기화/안정화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유지 보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이번 표준 데이터 프레임 포맷을 적용

하여 TFT-LCD 단위 생산 라인에서 각각의 장비들이 
Glass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
트를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 있으며, 또한 각 이벤트 별
로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의 내용 및 시점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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