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Gem Series

LTGem Series

GEM・SECS통신기능을 서포트하는 반도체 제조장치용의 통신 패키지 소프트웨어
SECS규격에 필요한 멧세지 포맷과 회화를 스크립트 형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또, 이벤트, 레포트, 알람등의 각 정의는, 각기 오브젝트 형식으로 멧세지 정의 툴에서 GUI로 시각적
정의가 가능 합니다.
장치용 콘트롤 프로그램의 작성을 쉽게하고, 장치와HOST간의 인터페이스를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
합니다.
시리즈에는, 통신로그를 표시 하기위한 툴, HOST대역의 시뮤레터, 스크립트를 디버그하기 위한 리모트
디버거가 있습니다.

LTGem

ＧＥＭ서버

GEM서버는, 장치와 HOST간에서 GEM・SECS통신의 구축을 실시합니다.
통신의 시나리오는 스크립트로 작성 합니다.
GEM서버에는 SEMI에 준거한 SECS-Ⅱ, 멧세지 해석기능 SECS-Ⅰ, 그리고 HSMS드라이브를 실장하고 있습니다.
★콘트롤 상태가 일목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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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Gem Series

GEM서버의 화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행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보턴이 있습니다. 또, GEM서버와 HOST, 그리고
어프리케션과의 접속상태를 표시 하고 있습니다. 통신콘트롤을
그래피컬하게 표시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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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GemSim
ＧＥＭ／ＳＥＣＳ시뮤레터
GEM서버와 공통사용이 가능한
스크립트를 활용한 시뮤레터

★강력한 ＳＥＣＳ멧세지 마크로
SECS전문중에는 송수신 타이밍에서 결정되는 구조의 멧세지가
있습니다. 이 가변 멧세지를 마크로기능을 사용해서 정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변의 SECS멧세지를 수신 했을 때는 멧세지의 구조를
스크립트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 풍부한 스크립트
장치메커와 디바이스메커 사이에서 결정된 통신 절차를 BASIC풍의
스크립트로 기술 할 수 있습니다. 사양 변경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
합니다.

★유연한 인터페스

LTGemGen

장치어프리케션과 GEM서버는, ActiveX콘트롤을 사용해서 멧세지
송수신 및 각종 변수의 Read/Write를 실시 합니다. ActiveX콘트롤과
GEM서버는, TCP/IP로 접속하므로 장치콘트롤을 각각의 PC에
구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멧세지 정의 툴
알기 쉬운 GUI로, 직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정의 툴

★다채로운 오브젝트
GEM의 규격에서는 장치모델등 가지각색의 모델을 오브젝트로 취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MI표준도 진화 되고 있습니다. LTGem
Series는 독자적인 오브젝트구조를 정의 해서 조작 할 수가 있습니다.

Equipment

ActiveX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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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Gem
Device Application

GEM서버

LTGemViewer
멧세지 로그 뷰어
리얼타임으로 통신로그를 확인

LTGemDeb
시나리오 디버거
실행하면서 스크립트를 디버그

★트러블 분석에는 로그기능을
트러블에는 가지각색의 원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미스, 예기치 못
한 멧세지 수신등등. GEM서버에서는 분석이 손쉽도록 로그를 출력
합니다.

★프로트콜을 의식 안함
SECS-Ⅰ 및 HSMS(SS모드)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프로트콜 선택만으로 변환 됩니다.

LTGem Series
LTGemSim

LTGem Series
LTGemGen

ＧＥＭ／ＳＥＣＳ시뮤레터

GEM/SECS시뮤레터는, 장치 혹은 호스트 컴퓨터와의 통신테스트를 실행 하기위한 시뮤레션기능을 제공 합니다.
GEM서버와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장치어프리케션으로써의 시뮤레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S-Ⅰ 와 HSMS(SS모드)를 서포트 합니다.
하위 레벨에서의 콘트롤코드의 확인부터 스크립트를 사용한 테스트 케이스까지 여러 갈래의 시뮤레트 환경을 제공
합니다.

멧세지 정의 툴

GEM서버와 GEM/SECS시뮤레터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및 각 정의를 시각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툴 입니다.
★변수의 추가 및 타입의 변경은 일발로
LTGemGen

새로운 변수의 정의는 물론 기존 변수의 타입 변경도 간단히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가변 사이즈의 리스트 형식 및 가변 배열 타입도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멧세지 정의 툴

★다채로운 시뮤레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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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S-Ⅰ／HSMS레벨의 콘트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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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세지 모드

Host computer

SECS-Ⅱ레벨에서 임의의 멧세지를 송수신

LT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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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or TC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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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サーバ
GEM서버

GEM/SECS시뮤레터

시나리오 모드
시뮤레터

스크립트를 사용한 시나리오를 실행

★상태 천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프로트콜 모드

★임의의 멧세지를 선택해서 송신

프로트콜 모드에서는, SECS-Ⅰ일경우 제어코드별로 송신 및 수신을
시행해서 SECS-Ⅰ레벨의 상태 천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SMS일
경우엔 소케트의 접속 및 절단, SELECT등 HSMS절차(수속)를
시행해서 HSMS레벨의 상태 천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멧세지 모드에서는, SECS-Ⅱ레벨의 멧세지를 선택해서 송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한 멧세지에 대한 ２차 멧세지를 자동으로 송신 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변한 ＳＥＣＳ멧세지도 마크로로 깔끔하게

★BASIC풍의 알기 쉬운 스크립트

SECS멧세지에는, 리스트 사이즈가 매번 변하는 것과, 멧세지 내용에
따라서 리스트 형식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멧세지도, 멧세지 마크로를 사용하면 하나의 멧세지로 기술 할 수가
있습니다.

IF문은 물론, SELECT CASE문, WHILE문 등, 스크립트를 BASIC풍으로
알기 쉽게 기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 조작등의 수 많은 관수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을 스크립트에 링크

★오브젝트의 데타 설정은 표형식으로

GEM서버에서는, 호스트로부터 SECS멧세지를 수신 하기도 하고,
장치어프리케션으로부터 장치멧세지를 수신 하는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 했을 때,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할까의
링크를 간단하게 작성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각각 초기 데타를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지정해서 표형식으로 간단하게 입력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한 오브젝트 정의
GEM서버와 GEM/SECS시뮤레터는, 변수와는 따로 오브젝트를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C언어나 BASIC언어의 구조체처럼 취급 할 수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는 배열로써도 취급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이벤트／
레포트／알람 등은 이미 오브젝트로 실장 되어 있습니다.

SECS-Ⅰ

LTGemViewer

HSMS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의 통신 로그를 표시하기 위한 툴 입니다.
통신 트러블이 발생 했을 때의 해결 수단으로써 위력을 발휘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시나리오 모드로

★멧세지 로그 뷰어

시나리오 모드에서는, 스크립트를 작동시켜 일련의 시나리오를 확인
합니다. 시나리오 모드에서의 스크립트는 GEM서버와 동일한 것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정한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 해 두면,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축소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뮤레션 할 테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와, 멧세지 로그 뷰어에 표시된
통신 로그를 조합한 테스트 결과를 에비덴스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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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으로 리모트 감시
LTGem
LTGem

LTGemSim

GEMサーバ
GEM서버

LTGemSim
Test

멧세지 로그 뷰어

LTGemViewer
Display of
Communication Log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가 작동하는 PC는 물론, 멧세지
로그의 출력 장소를 공유 해 두면, 네트워크에 접속 된 다른 PC에서도
리모트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GEM/SECS시뮤레터

Evidence
Communication Log
(OLD)

Communication Log

Communication Log

Output of
Communication Log

Communication Log
(OLD)

★통신 트러블 대응의 비장의 카드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가 출력하는 로그 파일에는 SECS-Ⅰ
레벨의 콘트롤 코드, HSMS레벨의 HSMS절차(수속) 부터 SECS-Ⅱ
레벨의 멧세지 까지 일체가 보존 되어 있습니다.

Reduction of Time

LTGemViewer

멧세지 로그 뷰어

★에비덴스로
Communication Log
Display/Analysis

통신 테스트를 실시할 때, 일련의 테스트가 종료 된 뒤, 필요 부분을
발취해서 파일로 보존 할 수 있습니다.

LTGem Series
LTGemDeb 시나리오 디버거
LTGem Series의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의 디버그를 하기 위한 툴 입니다.
시나리오 디버거는 네트워크에 접속 된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에 리모트 접속을 해, 각종 변수의 표시/변경,
일시정지, 스텝실행 등 일련의 디버그 환경을 제공 합니다.

★떨어진 장소에서 리모트 디버그
네트워크에 접속 된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에
리모트 접속을 해서 스크립트의 디버그를 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에 디버거가 접속
되면 자동적으로 디버그 모드로 전환되, 일시정지 및
스텝실행, 또는 변수의 참조／변경이 가능 합니다.

★스크립트의 실행
●스텝 인

★디버그의 개시
디버거를 기동하면 디버그 대상의 GEM서버 및 GEM/SECS
시뮤레터의 일람이 표시 됩니다. 표시된 일람중 대상을
선택해서 리모트 접속을 합니다. GEM서버 및 GEM/SECS
시뮤레터에 디버거가 접속 되면 디버거상에 스크립트 및
변수의 정보등이 전송되 콘트롤을 실시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서브루틴 호출 행 에서는 호출 된 서브루틴에 제어가
이동된 상태에서 일시정지 합니다. 서브루틴 호출 이외의
행에서는 1행 실행 한 후 일시정지 합니다.
●스텝 오버
1행 실행 한 후 일시정지 합니다.
●스텝 아웃

★브레이크 포인트의 설정

실행중의 시나리오를 이탈 할 때 까지 실행 한 후
일시정지 합니다.

디버거의 좌측 시나리오 페인에서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선택된 시나리오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 할 행을 선택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 됩니다. 선택
할 때 마다「설정→무효→해제」가 됩니다.

★디버그의 모드
●노말모드
디버거가 접속 되면,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는
노말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디버거가 접속된
상태일 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 있어도 무효 상태
입니다. GEM서버 및 GEM/SECS시뮤레터는 통상적으로
작동 됩니다.

★글로벌 페인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의 표시・변경이 가능 합니다.

●실행 모드（실행 보턴）

EObject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실행을 하면 실행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선 브레이크 포인트가 유효 상태가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행에서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오브젝트의 표시・변경이 가능 합니다.
CONST
정수 데이타를 표시 합니다.

●일시정지 모드（일시정지 보턴）
일시정지 보턴을 누르면 일시정지 모드가 됩니다.
스크립트가 실행중 일때는 바로 정지 합니다. 또, 실행중인
스크립트가 없을 때에는 다음 스크립트가 움직이기 직전에
일시정지 합니다.

★실행 페인

●오토 모드（오토 보턴）

콜 스텍

오토 보턴을 누르면 디버거는 오토 모드가 됩니다. 오토
모드에선 실행하는 전 시나리오에 대해 스텝 인을
자동적으로 실행 합니다.

실행중인 스크립트의 현재의 스텍을 표시 합니다. 스텍
위치를 선택하면 그 스텍상의 스코프에 시나리오와 변수
정보를 표시 합니다.
이벤트
실행중에 스텍 된 이벤트의 일람을 표시 합니다.
타이머
유효한 감시 타이머의 일람과 남은 시간을 표시 합니다.

★시나리오 페인
전 시나리오의 일람
실행 가능한 전 시나리오를 표시 합니다.
선택하면 시나리오 윈도우에 내용을 표시 합니다.
실행중 시나리오의 일람
현재 실행중인 시나리오의 일람을 표시 합니다.
선택하면 시나리오 윈도우에 내용을 표시 합니다.

★로컬 페인
★웟치 페인
임이의 변수 및 오브젝트를 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변수 및 오브젝트는 디버거에 제어가 이동된 시점에서 평가되
재표시 됩니다. 또한, 실행 페인의 콜 스텍에서 스텍 위치를
선택 했을 때 그 스텍 위치의 표시에 전환 됩니다.

로컬 변수
디버거에 제어가 이동된 시점에 로컬 변수의 치를 표시
합니다. 실행 페인의 콜 스텍에서 스텍 위치를 선택 했을
때그 스텍 위치의 표시에 전환 됩니다.
가상변수
디버거에 제어가 이동된 시점에 로컬 변수의 치를 표시
합니다. 실행 페인의 콜 스텍에서 스텍 위치를 선택 했을
때 그 스텍 위치의 표시에 전환 됩니다. 가상변수란,
SECS멧세지를 수취 했을 때의 멧세지 내용, 또는 장치
멧세지를 수취 했을 때의 멧세지 내용 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의 설정
선택된 시나리오의 내용 및 실행중인 시나리오의 내용을
표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