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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합 원격 장비 액세스,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진단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제공되는 원격 진단 시스템은, 제조 설비(FAB: fabricator)(102a, 102b, 110) 내의 제1 내부 네트워크 - 상기 FAB은

적어도 하나의 자동화 제조 장비(manufacturing tool), 장비 제어기, 및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구비함 -;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OEM)(108a, 108b, 108c) 내의 제2 내부 네트워크 - 상기 OEM은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구비함 -; 

외부 네트워크(106); 상기 제1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106)에 연결하는 제1 안전 공유 네트워크(104a,

104b, 104c); 상기 제2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106)에 연결하는 제2 안전 공유 네트워크(104d, 104e, 

104f); 상기 FAB에 있는 상기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전자 진단(e-diagnostics)을 위하여 상기 OEM에 전달하는 안

전 채널을 포함하고; 상기 장비는 상기 FAB 및 상기 OEM 중 적어도 하나에 독점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원격 진단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 진단(e-diagnostics), 장비 메이커, 안전 채널, 보안, 세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장비 간(inter-tool), 제조업체와 제조업체 간(manufacturer-to-manufacturer) 또는 제조업

체와 공급업체 간(manufacturer-supplier) 협조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전자 제조(e-Manufacturing) 시스템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 대해 장비들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전달(

propagating), 분배, 저장 및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통합 시스템(이하에서는 '이센터'(eCenter)라 함)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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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회로(IC) 제조와 같은 첨단 기술 제조는 종종 컴퓨터화된 제조 장비, 장비 오퍼레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그 밖

의 컴포넌트들을 결합시켜 능률적이고 유리한 제조 환경을 달성한다. IC 제조업체는 종종 제조 장비들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여 잠재적인 제조 문제들 및 비능률적인 것들을 주의 관찰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독점적(propri

etary)이고 종종 민감한(sensitive) 것이다.

IC 제조업체들은 제3자 소스들, 특히, 예를 들면, 장비들의 제조업체들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장비 메이커(toolmaker)로도 알려 져 있는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는 통상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 계약업체를 통하여 장비들의 유지관리(maintenance)를 제공한다. OEM도 기계를 서

비스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내부 목적을 위하여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IC 제조 사이트들은 하나 이상의 OEM에 의해, 종종 경쟁하는 OEM들에 의해 제작되는 서로 다른 장비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각 OEM은 자신의 장비들로부터의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소규모 IC 제조 사이트들은 서비스를 위해 OEM들에 즉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해 현장(on-sit

e) OEM 대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경제적이고,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IC 제조 사이트들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종종 그 사이트에 그들의 서비스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 이것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 제조를 지연시킬 수 

있어서, 생산량 및 이윤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OEM들과 IC 제조업체들, 및 다른 제3자들 간에 원격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선된 방법으로

서, OEM과 IC 제조업체 양쪽 모두에 대해 데이터 보안성을 유지하고 장비들에 대한 원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방법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통합 원격 장비 액세스,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진단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

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원격 진단 시스템으로서, 제조 설비(FAB: fabricator) 내의 제1 내부 네트워크 - 상

기 FAB은 적어도 하나의 자동화 제조 장 비, 장비 제어기, 및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구비함 - 와; 오리지널 장비 제

조업체(OEM) 내의 제2 내부 네트워크 - 상기 OEM은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구비함 - 와; 외부 네트워크와; 상기 제

1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제1 안전 공유 네트워크와; 상기 제2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제2 안전 공유 네트워크와; 상기 FAB에 있는 상기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전자 진단(e-diagno

stics)을 위하여 상기 OEM에 전달하는 안전 채널을 포함하고; 상기 장비는 상기 FAB 및 상기 OEM 중 적어도 하나

에게 독점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원격 진단 시스템일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본 발명은 자동화 제조 장비들의 원격 진단 및 상기 자동화 제조 장비들로부터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와; 적

어도 하나의 장비로부터 사용자에게 특정 세트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세션 - 이 세션은 사용자, 프로듀

서(producer), 사용자 필터, 및 프로듀서 필터를 포함함 - 과; 세션들 및 세션 서비스들을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서비

스 처리 애플리케이션과; 정책 관리자(policy administrator)와; 관리 클라이언트와; 협조(collaborative) 클라이언트

와; 복수의 고객 비즈니스 규칙(custom business rules)을 포함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자동화 제조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와; 상기 필터링된 데이터의 대표적인 샘플을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샘플을 

평균 화(averaging)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화된 샘플을 특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보존 방법

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FAB으로부터 OEM으로 SECS 데이터를 투명하게(transparently)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FAB에 있는 자동화 반도체 제조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장비로부터의 SECS 데이터를 

공개(expose)하는 단계와; 상기 장비에 대해 호스트로서 작용하는 단계와; 마치 상기 OEM이 로컬(local)인 것처럼 

상기 OEM에게 상기 장비 데이터를 프록시하는 단계와; 터널을 이용하여 상기 FAB으로부터 상기 OEM으로 상기 장

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엔터프라이즈 방화벽(enterprise firewall)을 통하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하는 방법으로서,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원격 장비 조작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제공하는 단계와; 원격

장비 조작을 위한 스크린 프록시로서 전자 진단 솔루션을 적용하는 단계와; 공장 작업장(plant floor) 내의 장비를 원

격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되고, 원격 제어 및 비디오 관찰을 포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4-0105767

- 4 -

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XML 포맷 보존 방법으로서, XML 문서를 플래트닝(flattening)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XML 문서 내의 모든 XML 태그들이 리스트 및 항목(item) 중 적어도 하나로 변환되는 방법일 수 있다

.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제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필터 메커니즘으로서의 XSL의 적용 방법으로서,

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sensitive)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release)되기 전에 변경함으로써 정보

를 보호하는 단계와; 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되기 전에 필터링함으로써 정

보를 보호하는 단계와; 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되기 전에 변환함으로써 정

보를 보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의 구조 및 동작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에 대하여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한 및 그 밖의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들에 예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보

다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첨부 도면들에서 유사한 참조 번호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기능적으

로 유사하거나, 및/또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대응하는 참조 번호에서 최좌측의 숫자들은 구성

요소가 처음 나타나는 도면을 가리킨다.

도 1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OEM 설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FAB 설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상세한 이센터(eCentre) FAB 설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세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흐름 서비스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스크톱 GUI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세션 리스트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세션 탐색기(session navigator)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전송 및 버저닝(versioning) 패널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감사 내역(audit trail) GUI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GUI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상태 인터페이스 GUI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센터 비즈니스 규칙 인터페이스 GUI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서비스 넷(Service Net)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데이터 중개(brokering) 서비스를 도시한다.

<정의>

다음의 용어들은 여기서 사용될 때 다음의 의미들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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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비(FAB: Fabricator): FAB은 특정 제조 설비이다. 기밀 장비 데이터 는 보안을 위하여 FAB에 로컬하게(local

ly) 저장된다.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집적 회로 제조 장비들의 제조업체.

집적 회로 제조업체(ICM: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er): 집적 회로(IC)를 제조하는 업체. ICM들은 IC들을 제조

하는 하나 이상의 FAB들을 갖는다. IC 제조 장비들은 ICM FAB들에 수용된다.

액티브 세션(Active session): 사람들이 원격 장비 조작 및 파일 전송과 같이, 이 세션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들과 상

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세션. 세션은 그 세션이 생성될 때 상급 관리자(senior administrator)에 의해 '액티브'(active

)로 지정된다.

인증(Authentication): 어떤 사람을 식별하는 처리 - 통상적인 방법은 사용자 ID 및 암호(password)이다.

인가(Authorization): 파일 전송과 같이, 사람이 허용되는 것을 결정하는 처리.

데이터 흐름(Data Flow): 실시간 장비 데이터에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서비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사용자 토픽(use

r topic)(큐(queue)와 유사함)에 전송된다.

데이터 저장(Data Storage): 장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비스.

파견 관리자(Delegated Administrator): 상급 관리자가 관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 이 역할의 사람들은 ICM 설비 또

는 공급업체 종업원들일 수 있다.

이센터 애플리케이션 서버(이센터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센터 서버 또는 이센터): 사용자들 및 장비들에 대해 기본적

인 이센터 능력들 및 복수의 세션들 및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센터 엔터프라이즈 서버(eCentre Enterprise Server): 상호 비교를 위해 다수의 사이트들로부터의 장비 제조 데이

터를 집계하는(aggregate) 능력을 제공한다.

파일 전송: 장비 컴퓨터로부터 사람에게로 및 사람으로부터 장비 컴퓨터로의 파일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ICM 설비 상급 관리자: ICM 설비의 종업원으로서 특별한 타입의 사람. ICM 설비 상급 관리자(또는 간단히 상급 관리

자)는 세션들, 사용자들, 필터들, 서비스들, 및 장비들을 셋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상급 관리자는 또한 사용자 암

호들 및 액세스 특권들을 할당하고, 적절한 곳에 관리 임무를 파견한다.

패시브 세션(Passive session): 사용자들이 이 세션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장비

와의 상호 작용은 허용하지 않는 세션. 사용자들은 단지 보는 특권만(view-only privileges)을 갖는다. 예를 들면, 사

용자는 원격 장비 컴퓨터의 데스트톱에 갈 수는 있지만 단지 그 활동(activity)을 볼 수만 있다. 상급 관리자는 세션이 

생성될 때 그 세션을 '패시브'로 지정한다.

특권(Privilege): 원격 장비 조작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액세스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도록 상급 관리자

에 의해 설정되는 사용 권한들 (permissions). 액세스 특권들을 설정함으로써, 상급 관리자는 제한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한다.

세션(Session): 장비와 사용자간에 데이터가 공유되게 하는 수단.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장비 

데이터에 대한 원격 사용자의 요청은 세션을 통하여 라우팅된다. 세션은 파일 전송, 원격 장비 조작, 또는 세션 참가자

들 간의 온라인 채팅과 같은, 장비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세션 참가자: 세션과 협조적으로 또는 상호 작용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비의 제조업체 또는 ICM 설비의 

종업원일 수 있다.

서비스: 파일 전송, 원격 장비 조작, 채팅,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저장이 이센터 환경에서의 서비스들로서 실행될 수 

있다.

스테이징 영역(Staging Area): ICM 설비 내에 위치한 안전한 서버. 장비 컴퓨터로부터 사용자에게로 및 사용자로부

터 장비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장비 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없고, 대신에, 파일은 장비로부터 또는 장

비로 스테이징 영역을 경유하여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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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장비 조작(RTO : Remote Tool Operation): 사용자들이 장비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그 원격 컴퓨

터에서 수행되는 동작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모두 실시간으로 행해진다. 협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Collabo

rative Client Program)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장비 컴퓨터의 데스크톱(또는 제어 스크린)을 보고 마치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 이센터는 Windows, AIX, UNIX 계열들, Linux, 및 Solaris 운영 환경

들로의 원격 접속들을 지원한다.

장비(Tool): 반도체 제품의 어떤 컴포넌트를 제조하기 위한 디바이스. 장비들은 전형적으로 ICM의 고도로 안전하고 

제한된 영역 내에 배치된다. 각 장비는 그 안에 내장된 컴퓨터를 갖고 있다.

장비 컴퓨터: 장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장비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는 사용자 액세스 특권들을 통하여 제어된

다. 장비 컴퓨터는 Windows, AIX, UNIX 계열들, Linux, 또는 Solaris 시스템일 수 있다.

장비 콘솔 오퍼레이터(Tool Console Operator): 일반적으로 장비 컴퓨터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상

급 관리자가 장비 콘솔 서버에 대한 제어 특권들을 할당한 사람. 장비 콘솔 오퍼레이터는 그 장비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종적인 승인을 부여할 임무를 갖고 있다.

장비 콘솔 서버(TCS: Tool Console Server): 장비 컴퓨터에서 실행되어 RTO에 관한 정보에의 액세스를 제어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센터의 일부분. 안전 서버(Safety Server)로의 비상시 우선 접속(emergency override conne

ction)을 허용하고, 장비 상태 업데이트들을 제공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하나 이상의 종래의 200 및 300 mm 장비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장비 액세스를 제공하고, 장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장비 상태의 관리를 제공한다.

안전 서버(Safety Server): 장비 하드웨어와 상호 작용하여 동작에 있어서 보다 높은 안전도를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자: 전형적으로, 원격 OEM 제조 엔지니어, ICM 장비 전문가, 장비 콘솔 오퍼레이터, 또는 상급 관리자를 지칭한

다. 상급 관리자는 세션에 참가할 사람을 선택하고 또한 각각의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장비 및 서비스를 결정한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특정한 예시적 실시예들에 대하여 논하지만, 이것

은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컴포넌

트들 및 구성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제 도면들을 참조하면,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원격 장비 액세스,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진단 시스템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제조 설비들(FAB)(102a, 102b)(총괄하여, 102)을 포함하고, 이들 각

각은 각각의 안전 공유 접속(104a, 104b), 및 인터넷(106)을 통하여 장비들의 하나 이상의 OEM들(108a, 108b, 108

c)(총괄하여, 108)에 연결된다. 안전 공유 접속(104)은 예를 들면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이거나, 또는 단일 접속으

로 다수의 고객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넷(Service Net) 접속일 수 있다(서비스 넷 접속이 아니면 다수

의 고객들은 복수의 VPN 접속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장비들은 FAB들(102)에서 사용된다. 게다가, 제조 설비 본부(fa

bricator headquarter)(110)가 또한 그 자체의 안전 공유 접속(104c)을 통하여 OEM들(108) 및 나머지 FAB들(102)

에 접속될 수 있다. OEM들도 그들 자체의 안전 공유 접속(104d, 104e, 104f)을 통하여 인터넷(106)에 접속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OEM(108)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OEM은 내부 방화벽(202)을 통하여 그 자체의 안

전 공유 접속(104)에 접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내 정보 통신망(LAN)과 같은 내부 네트워크(204)가 방화벽(202)

에 접속될 수 있다. 게다가, 하나 이상의 이센터 클라이언트들(206) 및 하나 이상의 이센터 엔터프라이즈 서버들(208

)이 내부 네트워크(204)에 접속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서버(208)는 또한 이센터 서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조 설비(FAB)(102)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FAB(102)은 내부 방화벽(302)을 통하

여 그 자체의 공유 안전 접속(104)에 접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내 정보 통신망(LAN)과 같은 내부 네트워크(304)

가 방화벽(302)에 접속될 수 있다. FAB(102)은 이센터 엔터프라이즈 서버(306), 하나 이상의 이센터 클라이언트(30

8), 이센터 서버(310) 및 하나 이상의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312a, 312b)(총괄하여, 312)를 구비할 수 있다.

각각의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312)는 종래의 200 및 300 mm 장비들(314)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복수의 그러한 

장비들(314)은 단일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될 수 있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312)는 예를 들면, SECS/HSMS,

E98 OBEM, 파일 전송, 고객 데이터 수집 능력들, 원격 조작, 및 센서 데이터를 위한 장비 액세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FAB 인프라(예를 들면, 스테이션 컨트롤러(station controller), MES 등)와 공존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3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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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교환가능하다(hot-swappable). 각각의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312)는 또한 예를 들어 데이터 인증(certification

), 데이터 암호화, 및 보증된 데이터 전달(guaranteed data delivery)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킨다. 장

비 게이트웨이 서버(312)는 또한 장비 상태, 세션 구성, MES 인터페이스, 보안 게이트웨이, 및 사용자 구성 가능한 비

즈니스 규칙의 관리를 제공한다.

안전 서비스 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해 안전한 통신을 제공한다. 각 OEM(108)으로부터의 하나의 안전 공

유 접속(104) 접속은 다수의 FAB들(102)에 접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FAB(102)로부터의 하나의 안전 공유 접

속(104) 접속은 다수의 OEM들(108)에 접속할 수 있다. 각 OEM 및 FAB 안전 공유 접속은 그 자체의 전용 격리 LAN

에서 종단(terminate)될 수 있다. 서비스 넷은 내결함성(fault tolerant)을 갖고, 방화벽들 외부에 어떠한 애플리케이

션/논리 또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하지 않고, OEM들 및/또는 고객들 간에 인가되지 않은 상호 접속들을 방지한다. 각

구성요소(OEM 또는 FAB)는 그 자체의 데이터를 제어한다.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모델

도 4는 장비 콘솔 서버(404)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자동화 반도체 제조 장비(402)를 수용하는 FAB 사이

트(102)에 설치된 이센터 프레임워크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장비(402) 및 장비 콘솔 서버(404)는 비무장 구

역(DMZ)(408)으로부터 분리된 제1 방화벽(406)의 배후에 있다. DMZ은 방화벽들에 의해 보호되는 ICM 설비 내의 

특별 네트워크 세그먼트이다. DMZ(408) 내에서, 하나 이상의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들(410)이 장비 콘솔 서버들(404

)에 연결되어 제2 방화벽(414)을 가로질러서 애플리케이션 서버(412)에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센터 서버(412)는 

바람직하게는 제2 DMZ(416) 내에 배치될 수 있지만, DMZ(408) 및 DMZ(416)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단일의 DMZ

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412)는 HTTP 서버(418)에 연결되고, 이는 제3 방화벽(420)을 통하여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OEM)에 위치한 클라이언트(422)는

HTTP 서버(418)를 통하여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412)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들 및 장비를 액세스한다. 예를 

들면, 이센터 서버(412)는 타임스탬핑(424), 비즈니스 논리(426), 메시징(428), 데이터베이스 저장(430) 및 보안(43

2)을 제공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422)는 또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 FAB들을 나타내는 고객 리스트(434), 

및 클라이언트의 사용자가 시스템 내의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채팅 서버(436)를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화벽들은 ICM에 의해 설정된 보안 정책에 기초하여 인가된 접속들만을 그들의 네트워크에 허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JBoss 또는 IBM의 WebSphere와 같은 Java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버

들을 이용하여 로컬 또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들 및 트랜잭션 시스템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한다. 애플리

케이션 서버들은 이센터 서버 및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DMZ 내의 다른 이센터 컴포넌트들에

대한 배치 환경(deployment environment)을 제공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ICM 내의 복잡한 장비 세트의 전반

에 걸쳐 데이터 및 장비 표준화(normalization)를 수행하고 장비와 이센터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의 주 목적은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 가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하여 수집되어 처리되는 데이터는 XML로 변환된 다음,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송

신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iPlanet LDAP 제품과 같은 디렉토리 서버를 이용하여 장비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

IBM의 WebSphere MQ와 같은 메시징 시스템은 데이터를 암호화된 XML로서 전송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SECS, HSMS(E4 및 E5 레거시(legacy) 인터페이스들), 및 현재의 세

미(Semi) E98 표준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참(true) E10 상태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ICM의 MES에

커넥터들을 제공한다.

서비스 처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세션들 및 서비스들을 위한 주 프로세서이다. 세션은

사용자들, 서비스들 및 장비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데 이용된다. 세션 서비스들은 인증 및 인가, 파일 전송 능력, 원격 

장비 조작, 결정 논리, 실시간 협조(채팅),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저장을 포함한다.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사용자에게 장비 진단, 보정(calibration), 처방(recipes), 및 사용자 프로그램들로부터의

결과들을 액세스하고, 그것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게다가, 원격 사용

자는 마치 장비 곁에 서 있는 것처럼 장비 컴퓨터의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원격 장비 접근성(accessibility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OEM으로부터 ICM으로 및 ICM으로부터 OEM으로 HTTP 및 애플리케

이션 레벨의 프록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원격 사용자들에 의한 장비들에의 액세스는 DMZ 내의 프록 시 서버들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프록시 서버들은 외부 요청이 검증(validate)될 때만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고 시

동된다. 모든 인터넷 및 인트라넷 기반 전송들은 암호화된다.

아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디렉토리 및 파일들을 복사하는 파일 전송 능력들을 제

공한다. 이센터는 장비로부터 사용자에게로 및 사용자로부터 장비로의 파일의 전송을 가능케 한다. 장비에 대한 직접

액세스는 없다. 대신에, 파일은 DMZ 내의 스테이징 영역(staging area)을 통하여 장비로부터 또는 장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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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에 의해 다운로드 요청이 수신되면, 파일은 장비로부터 전송되어 스테이징 영역으로 송신된 다

음,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리된다.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렉토리 및 파일 핸들링 특권들은 사용자의 

알 필요에 따라서 매핑된다. 적격으로 판정된 파일들만이 다운로드되거나 업로드되도록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전송

은 예를 들어 날짜, 시간에 의해, 그리고 그 전송을 개시한 사용자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장비 파일이 교체되면 파일

에는 또한 버전 번호가 부여된다. 이 버전 번호는 필요하다면 이전의 오퍼레이팅 레벨로의 롤백(rollback)을 가능케 

한다.

데이터가 장비로부터 수집될 때,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데이터를 XML 포맷으로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송신한다.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원격 사용자의 요청은 세션을 통하여 라우팅된다. 세션은

이센터 프레임워크 내의 제1의 협조 디바이스이다. 그것은 장비들로부터 사용자들에게로 데이터가 전달되게 하는 수

단이다. 장비로부터의 데이터 흐름은 세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복귀된다.

데이터 흐름 서비스는 XML을 하나 이상의 필터들에 기초하여 특정된 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다. 필터는 사전 정의된

변수로서, 그 값이 메시지의 포맷 및 내용을 결정한다. 필터링된 데이터는 세션이 생성되었을 때 규정된 그들의 특권

들에 기초하여 세션 참가자들에게 공개(release)된다. 선택적 사항으로(optionally), 세션은 추후 분석 및 보고를 위

하여 IBM의 DB2와 같은 리포지토리(repository)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인증 및 인가를 통한 제어 액세스는 인증 및 인가 엔진들을 제공함으로써 ICM 설비 내의 기밀 장비 데이터에 대한 액

세스를 시행한다. 인증은 예를 들면 사용자명 및 유효한 암호를 요구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처리이고, 인가는 예를 

들어 파일 전송과 같이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결정하는 처리이다. X.509 표준 및 생체 인식(biometric) 기술에 

기초하여, 이센터는 (BaltimoreSelectAccess와 같은) 정책 관리자 도구와 (iPlanet 서버와 같은) LDAP 기반의 사용

자 리포지토리 디렉토리를 결합함으로써 인증 및 인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정책 관리자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내용 및 사용자들이 원격 장비 조작, 파일 전송 및 데이터 흐름과 같은 장비 서

비스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특권들을 관리하는 규칙 및 역할 기반 보안 도구이다. 이센터 관리자는 사용자를 생성한 

다음 특정 세션에서 필요한 활동들 또는 자원들에 대해서만 개개의 사용 권한을 할당한다. LDAP 호환 디렉토리 서버

는 사용자 프로파일들, 정책들, 세션들, 및 장비들을 나타내는 객체들을 저장한다.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로부

터 요청을 수신할 때마다, 그 요청을 정책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사용자가 유효한 사용자명 및 암호를 갖는지 또는 그 

사람이 요청된 활동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지를 확실히 한다. 사용자의 자격 증명(credentials)은 LDAP 디렉토리 

리포지토리에 저장된다.

세션의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센터는 예를 들면 Lotus Sametime과 같은 채팅 소

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시작된다. 모든 세션 참가자들은 즉시 서로 통

신할 수 있다.

각 장비 환경마다 상이한 그리고 종종 복잡한 비즈니스 요건을 갖기 때문에, 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요청들의

유효성(validity)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서비스 요청들에 결정 논리(decision logic)를 적용하는 능력을 갖는다. 서비

스는 제공되거나 또는 거부된다. 예를 들면, 세션의 한 참가자가 원격 조작을 수행하려고 시도하지만 필요한 레벨의 

보안 허가(security clearance)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 사용자에게, 그 또는 그녀가 해당 특정 장비에 액세

스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통지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일어나는 모든 액션(action)을 로그(log)한다.

이센터는 ICM의 비즈니스 규칙들 및 절차들에 기초하여 웨이퍼 제조 공정의 추가적인 현장(in-situ) 모니터링을 요

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고객 비즈니스 규칙들 또는 결정 논리를 생성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데이

터는 DB2와 같은 리포지토리를 이용하여 보존될 수 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ICM 설비 내부 또는 외부의 다수의 위치들로부터 이용될 수 있는 HTML 기반 프로그램이다. 전

형적으로, 이센터 관리자는 관리 클라이언트를 이용한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LDAP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 설정 

관리자 도구와 함께 동작한다. 관리자는 세션을 찾고, 세션을 시작 및 중단하고, 세션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요청하고,

세션의 속성들을 볼 수 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또한 세션을 생성할 수 있다. 각 세션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및 하나 이상의 장비를 인지하도록 구

성된다. 각 사용자는 어느 특정한 장비들에의 액세스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특정 세트의 적용 규칙들을 갖는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또한 필터들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관리자로 하여금 OEM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장

비 데이터의 타입을 제한하게 해준다. 검색 기준과 같은 미리 정의된 값들을 이용하여, XML 데이터는 해당 타입의 데

이터 및 값을 갖는 메시지들만을 보이도록 게시될 수 있다. 데이터 필터들은 그것들을 조건들 및 조건에 대한 값들로

써 구성하는 관리자에 의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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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클라이언트는 또한 세션을 감사(audit)할 수 있다. 이센터는 (사용자들이 로그 온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 범위의(

system-wide) 이벤트들을 추적하기 위한 로그 뷰어(log viewer)를 제공한다. 관리자는 하나 이상의 참가자 및 하나 

이상의 세션들에 대한 세션 활동에 대한 이벤트들의 히스토리(history) 및 순서를 볼 수 있다. 활동(activity)은 날짜, 

시간, 활동, 및 사용자 정보에 의해 로그된다.

OEM들은 여러 FAB 사이트들에서 전자 진단 세션들에 참가하기를 원할 수 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장비의 

발견 및 그 장비에의 접속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 페이지(customers page)라고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객 페이지는 원격의 인가된 사용자들이 FAB 내의 정확한 이센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게 해준다.

인가된 원격 사용자들은 고객 페이지로부터 이센터 협조 클라이언트를 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그 협조 

클라이언트에 로그 온하기 전에, 그들은 이 페이지로부터 고객명(customer name)을 선택해야 한다. 고객명들은 사

용자들이 원격 장비들에 액세스할 수 있기 전에 셋업되어야 한다. customers.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센터 애플리

케이션 서버 상의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한다. 상급 관리자는 적절한 고객명들로 이 파일을 셋업해야 한다. 이 고객명

들은 진단 및 수리를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액세스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컴퓨터들을 소유하는 고객 이름들

이다.

협조 클라이언트는 ICM 설비 외부의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ICM 설비 내의 제어 환경(controlled environment)

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OEM 제조 엔지니어 또는 ICM 장비 전문가일 수 있다. 검증된 사용자는 ICM 내의 

실시간 장비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세션에 합류할 수 있다. 액티브 세션으로부터, 사용자는, 액세스 규칙들에 

따라, 실시간 원격 장비 조작에 참가할 수 있고; 파일들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고; 현재의 세션에 합류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할 수 있다.

I. 세션 관리 방법

종래의 ICM/OEM 인프라에서는, 반도체 장비가 적절히 동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수리하기 위해 통상적으

로 장비 제조업체로부터의 기술 지원 인력이 호출된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특히, 그 지원 인력이 장

비 사이트에 대해 근거리에 있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지원 인력은 오동작 후에 즉시 장비를 체크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FAB은 그 지원 인력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장비와 그 데이터

를 FAB 또는 ICM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의 접근가능성은 세션들

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세션들이 설정되면, 사용자들(OEM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느 특정한 장비들에의 액세스가 

주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FAB가 장비에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언제 그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

이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세션은 장비 지원 인력 및 장비 사용자들을 위한 가상 미팅 장소와 같

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션(502)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장비 표현들(tool representations)(506 및 5

08)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504)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장비 표현은 그것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수의 서비스들(510)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은, 예를 들면, 원격 장비 조작 및 파일 전송을 포함한다. 장비

표현들(506 및 508)은 각각 물리적 장비들(512 및 514)의 이센터 표현들이다. 이 논의를 위해, 물리적 장비들 및 장

비 표현들은, 달리 지적하지 않는 한, 서로 교환될 수 있다.

세션은 장비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로의 데이터 또는 정보를 변환 및 처리하는 작업 단위(a unit of work)를 나타낸

다. 이센터 세션은 소스로서 프로듀서들을, 종점(end-points)으로서 사용자들 또는 출력들을 가질 수 있다. 세션은 프

로 듀서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한다.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컴포넌트이다. 

그외의 세션, 장비 데이터 또는 디바이스 데이터가 프로듀서일 수 있다. 사용자는 세션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의 수요

자이다. 예를 들면, 다른 세션 또는 수신자(receiver)가 사용자일 수 있다. 프로듀서들의 그룹은 세션 내의 상이한 프

로듀서들 및 사용자들 간의 논리적 연합(logical association)으로, 예를 들면, 프로듀서 1로부터의 데이터가 사용자 1

및 사용자 2에게 간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데이터의 혼합을 가능케 하고, 보안 액세스 규칙들에 따라서 상이한 상태로 상이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프로듀서들의 그룹들을 상이한 사용자들에게 접속시켜, 사

용자들 및 프로듀서들의 연결들에 기초하여 XML로서 정보를 라우팅한다.

II. 세션 서비스 방법

세션들은 또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의 세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관관계를 포함한다. 이들 서비스는: 원격 장비 조

작, 파일 전송 능력, 채팅,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보존 및 데이터 프록시를 포함한다.

세션은 장비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세션에 속하는 서비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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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장비를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능력(예를 들면, FTP, 원격 장비 조작)에 관한 세션의 컴포넌트이다. 세션들은 

또한 예를 들면 '최고 기밀'(Top Secret), '기밀'(Secret), '미분류'(Unclassified)와 같은 보안 레벨들에 기초하여 분

류될 수 있고, 사용자들 및 장비들에 대해 동질성 들(affinities)이 생성될 수 있다.

A. 데이터 흐름 서비스

이센터 환경에서, 데이터 흐름 서비스는 장비에서 나올 때의 실시간 장비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데이터 흐름 서비스가 실행되면, 이센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장비 토픽(tool topic)이라고 하는 특별한 데스티네이션

객체에서 XML을 수신한다.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원격 사용자의 요청은 세션

을 통하여 라우팅된다. 데이터가 장비로부터 수집될 때, 그것은 XML 포맷으로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에 의해 이센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송신된다. 장비 토픽들(큐와 유사함)은 장비로부터 XML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 그 XML을 적절

한 사용자 토픽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 토픽들은 현재 실행중인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나타낸

다. 장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세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복귀된다.

도 6은 사용자(604) 및 장비(608)를 갖는 세션(602)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고, 여기서 장비(608)에 의해 제공

된 서비스들 중 하나가 데이터 흐름 서비스(610)이다. 데이터 흐름 서비스(610)는 장비들(612 및 614)로부터의 데이

터가 XML로 변환되어 각각 장비 토픽들(616 및 618)에 의해 수신된 후에,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후 데이터 흐름 

서비스(610)는 사용자 필터들(620)을 적용하여 장비 데이터를 추가 변환할 수 있다. 필터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

세히 논의한다. 필터링된 데이터는 그 후 사용자 토픽(626)에 의해 수신되고, 거기서 사용자(604)에게 이용 가능하다.

관리 클라이언트(622)는 애플리케이션 서버(624) 상의 세션 (602)을 시작하였다. 장비(608)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되

어 변환되고 필터링된 후에, 그것은 협조 클라이언트(606)를 통하여 FAB 네트워크 외부의 사용자들에게 이용 가능

하게 된다.

또한, 협조 클라이언트(606)는 장비 데이터를 나타내는 트렌드 라인들(trends lines)을 보여주는 그래픽들을 사용자

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선택적 사항으로, 세션은 (DB2와 같은) 리포지토리 내에 장비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어, 민감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B. 데이터 필터링 서비스

세션은 동일 세션에 접속된 모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 및/또는 장비마다 필터들이 정의된다. 만

일 사용자가 다른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별도의 필터가 사용될 것이다.

세션은 또한 필터 기반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타입의 필터 서비스들은 어느 사용자들이 어느 장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포맷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장비가 동작

온도를 보고할 수 있다.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하나의 필터는 그 사용자가 온도 표시 도수를 볼 수 있게 하되, 그 온도

가 50도와 같은 특정 도수를 초과할 때만 그 온도 표시 도수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2 사용자에 대한 다른 필터는

단지 온도가 임계치보다 높을 때는 온도가 '높다'는 것을, 온도가 제2 임계치보다 낮을 때는 온도가 '낮다'는 것을 제2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두 번째 경우에, OEM은 ICM 사용자들이 장비의 정확한 온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온도가 높아 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를 원할 수 있다. 필터들은 또한, ICM이 OEM이 다수

의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한 집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필터들은 예

를 들면 XSL로 구현될 수 있다. 필터들은 특정 사용자들, 사용자 타입들, 데이터 타입들 및 데이터 및 액세스에 대한 

다수의 그 밖의 파라미터들을 지정(address)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1. XSL 데이터 필터링 방법

XSL 필터는 민감한 FAB 데이터가 OEM에게 공개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변경, 필터링 및/또는 변환함으로써 데이터

를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FAB 데이터는 XSL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다. 이것은 OEM 클라이

언트가 장비에 의해 발생된 실시간 데이터(FAB 용어로는 '보고서'(reports)라고 함)를 분석함으로써 장비를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필터링 처리는, 장비와 인터페이스하고, 원시 포맷 데이터를 캡처하고, 그 데이터를 사람이 판독

할 수 있는 (XML 기반)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 집계를 방지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 데이터는 OEM 클라이언트에 전달되기 전에 변환될 수 있다.

데이터 필터링 방법은 XML과 XSL의 결합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장비 데이터는 XML 기반이고, 세션 규칙들 또는 

정책들과 같은 데이터 변환들은 XSL 기반이고, 그 변환들의 출력은 XML 기반이다.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장비가 

발생시키는 정보의 모든 부분이 제어될 수 있고, 각 사용자, 각 장비, 및 각 세션은 그 자체의 규칙들/정책들을 가질 수

있다.

C. 원격 장비 조작(RTO)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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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진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마치 지원 인력 또는 OEM 클라이언트가 장비의 스크린 앞에 있는 것처럼 진단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OEM 클라이언트가 장비 앞에 가상으로 있게 해준다. 본

발명은 스크린 캡처링 및 암호화 정보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정보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송신한다. OEM 클라

이언트는 그 후 장비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클라이언트에 로컬하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정

보 전송의 보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업 표준 암호화 패키지들(industry strength cryptographic packages)이 정

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프록시 기술들이 방화벽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관계없이 장비 스크린의 실시간 보기(real-time view)를 가

능케 한다. 클라이언트가 장비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장비 상에 RTO 서버가 설치된다. 이 RTO 인

프라는 안전 공유 접속을 가로질러 원격 클라이언트에 스크린 정보를 프록시한다. 그것은 원격 제어 및 비디오 관찰을

포함하여, 원격으로 공장 작업장 상의 장비를 조작하는데 사용된다. 고유 프록시 설계는 안전 소켓(secure sockets) 

및 유동적 접속 타입들(flexible connectivity types)을 이용한다. 원격 장비 조작들은 이센터 세션으로부터 제어될 

수 있고, 장비의 제어는 한번에 한 사용자에게만 허용된다.

원격으로 장비를 조작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에 추가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들 상

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의 유지관리 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OEM 클라이언트들이 장비 곁에 있지

않고도 장비 상에 배치되어 있는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D. 관리/공유(Managed/Shared) 파일 전송 서비스

본 발명의 관리/공유 파일 전송 능력은 시스템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파일이 장비에 전송될 수 있는지를 제어

할 수 있게 한다. 첫째로, 어떤 파일도 장비로부터 또는 장비로 직접 전송될 수 없다. 모든 파일들은 우선 스테이징 영

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 스테이징 영역은 이센터 세션 및 장비마다 고유하다.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야 비

로소 파일은 장비로 또는 장비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둘째로, 시스템 관리자는 세션 정책들을 이용하여 어떤 타입의 

파일들이 장비에 전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들이 장비 파일 시스템 내의 어디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제어한다. 

세션 정책들은 또한 예를 들면 어느 사용자들이 스테이징 영역을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 셋째로, 시스

템 관리자는 시간 간격들에 기초하여 액세스를 허용함으로써 언제 파일이 장비에 업로드될 수 있는지를 제어하여, 장

비가 적절한 상태에 있지 않을 때 파일이 전송되지 않게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여러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시간 제한 

외에 파일명 및 위치에 기초하여 OEM 클라이언트가 장비 상에서 볼 수 있는 파일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

E. 관리/공유 TELNET 세션 서비스

OEM 클라이언트들은 세션에서 정의된 정책들에 기초하여 장비를 액세스하기 위해 텔넷(TELNET)을 이용할 수 있

다. 이들 정책은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제어되고, 관련 세션, 사용자들 및 장비들에 특정적이다. 이 정책들은 관리자가

사용자 들, 장비들 및 세션들에 관련된 규칙들에 기초하여 텔넷 특징들에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 관

리자는 또한 최소한도의 침입으로써 OEM 클라이언트의 임의의 텔넷 활동들을 보고 기록할 수 있다. 이센터 세션은 

텔넷 세션들의 중앙 집중 제어의 능력을 제공한다.

F. XML 데이터 보존 서비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람직하게는 키 관련(keyed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에 반도체 디바이스 데이

터를 저장할 수 있다. XML 문서 형태의 장비 데이터는 XML 태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리스트들 및 항목들로 

변환함으로써 플래튼(flatten)된다. 이로써 장비 데이터가 고속 검색을 위한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게

된다. 장비 데이터는 세션 또는 장비에 속하는 표 그룹들(groups of tables)에 저장된다. 장비 데이터는 저장 전에 변

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대, 최소 또는 평균 값들이 원시 데이터 대신에 저장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설정들은 고성능 커미트(commits) 및 검색을 위하여 조정(tune)된다. 저장의 간격들은 이센

터 설치의 고유 설정들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데이터 저장 특징은 장비로부터 검색된 정보가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될 수 있게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 소프

트웨어는 모든 장비 파라미터들에 분류 레벨들을 할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분류된 데이터는 그것이 선택적으로 검

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다. 선택적 사항으로, 데이터는 다음 포맷들: 압축 XML 데이터, 평균 데이

터, 및 정확한 데이터 중 하나로서 저장될 수 있다.

압축 데이터는 이벤트 헤드가 표준화되어 압축된 이벤트 XML 단락을 저장한다. 이것은 대량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SEMATECH(미국 반도체 제조 기술 컨소시엄)에 의해 권고된 XML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게 한

다. 데이터가 검색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우선 압축 해제된 다음 구문 분석됨으로써 보고 장비가 그 데이터를 충분

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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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데이터는 적당한 저장 공간 내에 고속 검색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적화된 방법을 나타낸다. 이것을 달성

하기 위하여, 평균 간격들 및 보유 기간들이 사전 정의된다. 평균 간격은 모든 장비 파라미터 값들이 축적되는 시간 구

획(time-slice)이다. 그 간격의 만료는 평균 값, 최소 값, 최대 값, 및 그 값이 발생한 횟수만을 저장한다.

데이터는 사전 정의된 보유 기간 이상 보유되지 않을 것이다. 평균 간격들 및 보유 기간들 양자 모두는 밀리초로 지정

될 수 있다. 만일 평균 모드가 선택되면, 정확한 XML 데이터가 계속해서 압축되어 저장될 것이다. 모든 간격들은 타

임 스탬프되고, 해당 기간 내에 어떠한 데이터도 들어오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엔트리도 기입되지 않는다.

정확한 데이터는, 고주파 속도를 갖지는 않지만 정확한 값과 타임 스탬프가 매우 중요하고 그 데이터가 신속히 검색

될 필요가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것이다. 평균 데이터와 유사하게, 전체 XML 단락들이 압축되어 저장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데이터 저장 구성은, 압축 데이터는 15일 동안, 평균 데이터는 1일 동안 5초 간격으로, 평균 데

이터는 15일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보유되게 할 수 있다.

III. 세션 활동 버전 제어 및 롤백 방법

버전 제어 및 롤백(rollback) 메커니즘들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

러한 메커니즘들은 전에는 실시간 장비 진단 및 수리를 위한 전자 진단 분야에 적용되지 않았다. 장비 설정들 및 제어

파일들에 대해 변경이 행해질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동작(operation)이 보다 양호하지 않다면, 하나의 동작에 대한 이

전의 설정들로 모든 것이 '롤백'(rolled-back)될 수 있다. 예를 들면, OEM 클라이언트는 장비 상에서 FTP 파일 업로

드를 수행할 수 있다. 물리적 업로드 이전에, 본 발명의 시스템은 장비로부터 현재의 파일을 검색하여, 그 파일에 버전

을 할당하고, 그 파일을 안전 저장할 수 있다. 이 동작이 행해진 후에야 비로소 시스템은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할 것이

다. 만일 새로운 파일로 인해 장비가 바람직하지 않게 수행하게 되면, 그 장비를 양호한 동작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관리자에 의해 그 파일의 이전 버전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장비가 롤백 시에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시에 2 이상의 OEM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장비가 액세스되고 제어되는 것으로부터 장비를 보

호할 수 있다.

IV. 이센터 세션 상호 작용

이센터 세션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 개의 상호 작용(interactions)이 필요하다. 이센터 세션은 사용자가 

활동들(activities)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구비한다. 그 활동들은 2개의 주요 부류

: 관리(Administrative) 및 사용자(User)로 분류된다. 관리자 GUI는 세션들 및 관련 사용자 액세스의 유지관리를 가

능케 한다. 사용자 GUI는 서비스들과의 상호 작용 및 제공된 데이터에의 액세스를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도 7은 데스크톱 GUI(700)를 보여준다. 데스크톱(700)으로부터, 사용자는 이용 가능한 세션들을 통하여 

탐색하고(702), 원격으로 장비를 조작하고(704), 장비에 부착된 카메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들을 수신하고(706), 장

비 또는 그외의 다른 데이터 파일들의 정지 화상들(고해상도 분석용)을 수신하고(708), 세션(710)에서의 사용자 상호

작용들을 감사하고(710), 이력(historical)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712),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활동

을 체크(714)할 수 있다.

도 8은 실행중인 모든 세션들이 디스플레이되는 위치를 보여주는 액티브 세션 리스트(800)를 예시한다. 여기서부터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세션(802 및 804)과 같은 특정 세션에 합류하는 능력을 갖는

다. 게다가, 사용자는 또한 현재의 액티브 세션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버튼(806)으로부터 세션을 

생성할 수도 있다.

도 9는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추적하는 세션 탐색기(702)의 GUI를 예시한다. 그것은 

XML 메시지의 형태로 장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장

비(902)에 대해서, 특정 장비 엘리먼트(904)로부터의 데이터가 데이터 창(906)에 디 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10은 사용자가 장비 파일들(1002)을 전송할 수 있는 스테이징 영역(1004)을 보여주는 파일 전송 및 버저닝 패널(

708)을 예시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장비 데이터 업데이트들은 사용자 위치로부터 장비로 스테이징 영역(1004)을 통

하여 전송될 수 있다. 파일 전송 및 버저닝 패널(708)은 또한 장비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의 버저닝을 제어하는 스테이

징 영역으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파일 전송 및 버저닝 특징은 장비를 제어하는 현재의 파라미터 세트를 소실시키는 

위험이 없이 사용자들이 상이한 장비 업데이트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도 11은 사용자의 관리 부분, 특히 창(1102)에 보이는 감사 내역을 보여주는 감사 내역 GUI(710)를 도시한다. 시스

템에 접속된 모든 사용자들의 활동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 온할 때, 사용자가 세션을 생성하거나 또는 

세션에 합류할 때, 및 액세스 위반이 발생할 때 포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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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뷰어 GUI(712)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장비 또는 장비 모음에 관한

라이브(live) 장비 데이터 또는 저장된 이력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그래픽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장비의 온도(1202) 및 압력(1204)에 대한 결합된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도 13은 사용자가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크린을 보여주는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상태 인

터페이스 GUI(714)를 도시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에 관한 일반 정보(1302), 또는 예를 들어

, 팬 (fan) 속도(1304), 평면 온도(1306), CPU 온도(1308), 또는 CPU 이용률(utilization)(1310)과 같은 보다 구체적

인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도 14는 비즈니스 논리를 업데이트하는 능력을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이센터 비즈니스 규칙 GUI(1400)를 도시한다. 

이것은 세션의 동작에 통합될 수 있는 비즈니스 규칙들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세션 활동들은 비즈니스 규칙

들에 기초하여 제한되거나 허용될 것이다. 세션 활동들은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 정의된 대로 데이터베이스

에 기입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송신하는 것과 같은 외부 이벤트들을 트리거할 수 있다.

V. 접속 방법

OEM과 FAB 간에 전자 진단 시스템의 생성 시에, 당사자들 간에 직접 또는 공유 접속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인터넷 액세스 또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접속들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FAB와 OEM들 

간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이센터 시스템의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다.

A. 서비스 넷

서비스 넷(Service Net)은 다수의 OEM들과 다수의 FAB들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각 조합에 대한 전용 회선

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네트워크 접속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 넷과 달리, VPN에서는, 시스템 내의 제1 FAB으로부터 

각 OEM으로의 개별적인 VPN 접속이 있을 것이다. 서비스 넷에서는, OEM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단일 아웃바

운드 접속(outbound connection)이 있다. 예를 들면, 각 OEM으로부터의 하나의 VPN 접속이 다수의 FAB들에 접속

될 수 있고, 각 FAB으로부터의 하나의 VPN 접속이 다수의 OEM들에 접속될 수 있다.

서비스 넷은 OEM들 및/또는 고객들 사이에 인가되지 않은 상호 접속들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OEM과 FAB 구성요소

들에 대해 안전한 통신을 제공한다. 각 구성요소는 그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한다. 이 중개(brokered) 네트워크는 계

정들의 분리를 유지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각각이 DMZ 이센터 엔터프라이즈 서버(1502)를 포

함하는 하나 이상의 OEM들(108)이 각각 라우터(1504)를 통하여 인터넷(106)에 연결된다. 라우터(1504)는 콤비네

이션 라우터/방화벽/VPN일 수 있고 또는 라우터, 방화벽 및 VPN 기능들을 제공하는 개별적인 컴포넌트들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각각이 DMZ 이센터 서버(1506)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FAB들(102)이 또한 라우터(1504)를 통하여 인

터넷(106)에 연결된다. 각 OEM 및 FAB에 대한 라우터(1504)는 안전 접속(1510)을 통하여 개별적인 VPN 디바이스

(1508)에 접속한다. 각 OEM 및 FAB VPN 디바이스(1508)는 그 자체의 전용 격리 LAN(1512)에서 종단된다. 전용 

격리 LAN들은 전자 진단 LAN(1514)에 차례로 연결된다. 전자 진단 LAN(1514)은 OEM들과 FAB들 사이에 논리적 

점 대 점 접속들(logical point-to-point connections)을 행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다. 비록 

각 OEM(108)은 각 FAB(102)에 접속할 수 있지만, 전자 진단 LAN(1514)은 액세스 규칙들에 따라 어느 OEM들이 

특정 FAB에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지를 제어한다. 이런 식으로, FAB들 및 OEM들은 전자 진단 LAN(1514)으로의 

하나의 접속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자 진단 LAN은 네트워크 상의 다른 엔티티 들로의 후속 접속들을 제어한다. 

서비스 넷(1516)은 전자 진단 LAN(1514), 전용 격리 LAN들(1512), 및 VPN 디바이스들(1508)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 넷(1516)은 방화벽들 외부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논리 또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하지 않는다.

VI. 데이터 중개 시스템

반도체 장비의 조정(tuning) 및 진단 시에, 수율이 장비 설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율을 이해하기 위해 장비에 의

해 제조된 웨이퍼들에 관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는 종종 부가적인 장비들, 흔히 다른 벤더

들로부터의 부가적인 장비들에 의해 다운스트림(downstream; 하류) 공정들에서 수집된다. OEM 장비 메이커들은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적의 장비 설정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OEM 장비 메이커들은 흔히 그들

의 장비들로부터의 데이터를 공개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경쟁업체들이 검사하여 그 OEM 장비들을 훼

손하는 데 이용하거나 또는 경쟁업체들의 장비들을 개량하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OEM 공급업체들

은, 그 데이터가 웨이퍼 데이터에 한정되고, 그 웨이퍼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 데이터

를 기꺼이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특정 웨이퍼에 대한 데이터 요청이 OEM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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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시스템에 의해 충족될 수 있게 하는 FAB 내의 반도체 

웨이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중개 시스템(1602)을 포함한다. 장비들(1610, 1612, 1614 및 1616)로부터의 데이터는

각각의 필터들(1608a, 1608b, 1608c, 및 1608d)에 의해 필터링되고, 데이터 중개 시스템(1602)에 의해 XML 장비 

데이터(1606)로서 수집될 수 있다. XML 장비 데이터(1606)는 데이터베이스(1604)에 저장될 수 있다. 그 후 각 장비

(1610-1616)로부터의 웨이퍼 데이터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장비들에게 이용 가능하다.

그 데이터가 상이한 장비 메이커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은 또한 데이터의 크기(예를 들면, Mb), 데이터의 

타입(예를 들면, 계측(metrology)), 또는 제조된 웨이퍼의 타입(예를 들면, 300 mm)에 의한 지불을 포함하는 각종 알

고리즘들에 기초하는 요금 지불 메커니즘(1618)을 포함한다. OEM들은 웨이퍼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이 중개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리스트 및 해당 데이터에 대한 관련 요금을 보여준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OEM 요청자는 분석을 위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이터는 표준 XML 포맷으로 저

장될 수 있고, 또는 바이어에 의해 검토될 데이터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교환도 또한 공장 작업장의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화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

운스트림 작업들로부터의 데이터는 그들의 제조 작업의 분석을 위해 업스트림(upstream) 장비들에게 자동으로 공급

될 수 있다. 장비 설정들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중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어, 다

양한 데이터 공급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업스트림 장비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도움에 대

해 재정적 보상을 제 공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들은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예로서 제시되

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폭 및 범주는 상기 예시적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그보다

는 다만 이하의 청구의 범위 및 그들의 균등물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 진단 시스템으로서,

제조 설비(FAB: fabricator) 내의 제1 내부 네트워크 - 상기 FAB은 적어도 하나의 자동화 제조 장비(manufacturing

tool), 장비 제어기, 및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포함함 - ;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OEM) 내의 제2 내부 네트워크 - 상기 OEM은 내부 안전 저장 수단을 포함함 - ;

외부 네트워크;

상기 제1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제1 안전 공유 네트워크;

상기 제2 내부 네트워크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제2 안전 공유 네트워크;

상기 FAB에 있는 상기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전자 진단(e-diagnostics)을 위하여 상기 OEM에 전달하는 안전 채널

을 포함하고,

상기 장비는 상기 FAB 및 상기 OEM 중 적어도 하나에 독점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점적인 데이터는 상기 외부 네트워크 상의 중앙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OEM 및 상기 FAB에서 각각의 내

부 안전 저장 수단에 내부에 저장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 채널은 세션(session)을 포함하고,

상기 세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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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상기 사용자는 특징들(characteristics)을 가짐 - ;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듀서 - 상기 프로듀서는 특징들을 가짐 - ;

상기 사용자의 특징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듀서로부터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도록 동작하는 사용자 필터;

상기 프로듀서의 특징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듀서로부터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도록 동작하는 프로듀서 필터

를 포함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은, 상기 장비의 원격 조작, 상기 프로듀서로부터의 필터링된 데이터, 상기 장비로 및 상기 장비로부터의 파

일 전송 능력, 상기 장비에 대한 텔넷(TELNET) 액세스, 및 상기 장비로부터의 데이터의 데이터 보존 중 적어도 하나

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프로듀서들의 그룹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듀서들의 그룹은 세션 내의 프로듀서들 및 사용자들 간의 논리적 연합(lo

gical association)인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및 프로듀서 필터들은 구성 가능한/맞춤형(configurable/customized) 필터들을 이용하는 원격 진단 시

스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장비의 상기 원격 조작은 스크린 캡처링 및 암호화 정보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상기 장비의 장비 스크린의 실시

간 보기(real-time view)를 제공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장비의 상기 원격 조작은 원격 제어 및 비디오 관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전송 능력은 파일들이 상기 장비로 및 상기 장비로부터 전송되기 전에 전송되는 스테이징 영역(staging ar

ea)을 포함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징 영역은 각 세션마다 고유한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부 네트워크는 비무장 구역(DMZ) 및 적어도 하나의 방화벽(firewall)을 더 포함하고, 상기 DMZ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방화벽에 의해 보호되는 상기 FAB 내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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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MZ은 파일 스테이징 영역 및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부 네트워크와 상기 제1 안전 공유 네트워크 사이의 제1 방화벽, 및 상기 제2 내부 네트워크와 상기 제2 

안전 공유 네트워크 사이의 제2 방화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방화벽들은 상기 FAB에 의해 설정된 보안 정

책들 세트에 기초하여 그들의 각각의 네트워크들에 인가된 접속들만을 허용하도록 구성되 는 원격 진단 시스템.

청구항 14.
자동화 제조 장비들의 원격 진단 및 상기 자동화 제조 장비들로부터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

적어도 하나의 장비로부터 사용자에게 특정 세트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세션 - 상기 세션은 사용자, 프

로듀서, 사용자 필터, 및 프로듀서 필터를 포함함 - ;

세션들 및 세션 서비스들을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서비스 처리 애플리케이션;

정책 관리자(policy administrator);

관리 클라이언트;

협조(collaborative) 클라이언트;

복수의 고객 비즈니스 규칙(custom business rules)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인증, 인가, 파일 전송, 원격 장비 조작, 결정 논리(decision logic), 구성 가능한 데

이터 변환, 데이터 저장 및 실시간 협조(collaboration)의 서비스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전송 능력은 파일이 사용자와 장비 중 하나에 전송되기 전에 전송되는 스테이징 영역을 더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장비 조작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프록시 서비스들에 의해 확보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및 프로듀서 필터들은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및 상기 프로듀서의 특권(privilege)들에 따

라 특정 포맷 및 내용을 갖는 메시지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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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및 인가 서비스들은 정책 관리자 도구(tool)와 LDAP 기반의 사용자 리포지토리(repository) 디렉토리를 

결합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 관리자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내용 및 원격 장비 조작을 위해 사용자들이 갖는 특권들을 상기 사용자들

의 규칙들 및 역할들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상기 정책 관리자는 상기 서비스 처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요청들(requests for content)을 수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실시간 협조는 실시간 채팅인 시스템.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논리는,

요청하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identity) 및 요청된 서비스의 타입에 기초하여 서비스 요청들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고객 비즈니스 규칙은, 장비의 사용을 인가하고 장비 데이터를 공개(release)하기 전에 절차(procedure)

의 수행을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절차는 장비 제조 공정의 현장(in-situ)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클라이언트는 HTML 기반이고, 관리자 사용자가 세션을 찾고, 세션을 시작 및 중단하고, 세션에 관한 세부

사항들 및 속성들을 요청하여 보고, 세션을 생성하고, 세션 내의 필터들을 적용하고, 세션을 감사(audit)하는 것을 허

용하도록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협조 클라이언트는 검증(validate)된 사용자가 세션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장비 게이트웨이 서버는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데이터를 상기 시스템에

전달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는 상기 장비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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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자동화 제조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필터링된 데이터의 대표적인 샘플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샘플을 평균화(averaging)하는 단계;

상기 평균화된 샘플을 특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XML 포맷 보존 방법으로서,

XML 문서를 플래트닝(flattening)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XML 문서 내의 모든 XML 태그들이 리스트 및 항목(it

em) 중 적어도 하나로 변환되는 방법.

청구항 31.
FAB으로부터 OEM으로 SECS 데이터를 투명하게(transparently)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FAB에 있는 자동화 반도체 제조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단계;

상기 장비로부터의 SECS 데이터를 공개(expose)하는 단계;

상기 장비에 대해 호스트로서 작용하는 단계;

상기 OEM이 로컬인 것처럼 상기 OEM에게 상기 장비 데이터를 프록시하는 단계;

터널을 이용하여 상기 FAB으로부터 상기 OEM으로 상기 장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엔터프라이즈 방화벽(enterprise firewall)을 통하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하는 방법으로서,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단계;

원격 장비 조작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제공하는 단계;

원격 장비 조작을 위한 스크린 프록시로서 전자 진단 솔루션(e-diagnostic solution)을 적용하는 단계;

공장 작업장(plant floor) 내의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하는데 이용되고, 원격 제어 및 비디오 관찰을 포함할 수 있는 인

프라를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필터 메커니즘으로서의 XSL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sensitive)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release)되기 전에 변경함으로써 정보

를 보호하는 단계;

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되기 전에 필터링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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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 필터를 이용하여 민감한 FAB 데이터를 그것이 OEM에 공개되기 전에 변환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XSL을 이용하여 FAB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및

규칙들에 기초하여 상이한 사용자 그룹들에 의해 상기 최종 사용자 데이터를 분류하고 필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고,

상기 필터링은 상기 최종 사용자 데이터를 OEM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변경하고 그것은 수 개의 변수들(데이터의 프

로듀서, 데이터의 수요자, 데이터가 생성될 때의 장비의 상태)에 의존하는 정적(static) 필터가 아닌 동적(dynamic) 

필터인 방법.

청구항 35.
다수의 FAB들 및 OEM들 사이에서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FAB 및 OEM에 대해 하나씩인 복수의 VPN 디바이스;

복수의 전용 격리 LAN - 각각은 상기 복수의 VPN 디바이스 중 하나에 접속됨 - ;

상기 복수의 전용 격리 LAN에 연결되어, 인가 규칙들에 따라 임의의 OEM을 임의의 FAB에 접속하도록 동작하는 전

자 진단 LAN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안전 접속에 의해 상기 VPN 디바이스들 하나에 각각 결합된 복수의 라우터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터들은 콤비네이션 라우터, 방화벽 및 VPN 디바이스인 시스템.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 격리 LAN들은 각각 상기 전자 진단 LAN으로의 단일 접속을 유지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진단 LAN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OEM들과 FAB들 간에 논리적 점 대 점 접속들(l

ogical point-to-point connections)을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다수의 FAB들 및 OEM들 사이에서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전자 진단 LAN에서 복수의 OEM 중 하나의 OEM으로부터 복수의 FAB 중 하나의 FAB에 접속하기 위한 요청을 수

신하는 단계;

상기 하나의 OEM이 상기 하나의 FAB을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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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OEM이 상기 FAB을 접속할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한 점 대 점 접속들로 서 상기 OEM을 상기 FAB에 접속시키

는 단계;

상기 OEM이 상기 FAB을 접속할 권한이 없는 경우 상기 OEM을 상기 FAB에 접속시키지 않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진단 LAN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OEM들과 FAB들 사이에 논리적 점 대 점 접속

들을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반도체 웨이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중개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자동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를 갖는 FAB;

안전한 서비스 넷을 통하여 상기 FAB에 연결된 복수의 OEM;

상기 장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 상기 장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웨이퍼에 관한 데이터를 상기 OEM들 중 

하나에 제공하는 수단;

상기 제공된 데이터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요금을 수금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된 데이터의 특징들은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타입 및 웨이퍼의 타입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단은 제조 공정의 나중 부분에서 장비로부터의 웨이퍼 데이터를 상기 제조 공정의 초기 부

분에서의 장비에 자동으로 공급함으로써 자동화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요금을 수금하는 수단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리스트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

스템.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데이터는 XML 포맷으로 저장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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