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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1.1 프로그램 시작

      1.1.1 바탕화면에 WinFus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직접 실행할려면             

            D:\WinFus\WinFus.exe 를 실행하세요.

           ►바탕화면에 WinFus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세요.

      1.1.2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초기화 화면이 출력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WinFus가 초기화가 완료      

            됩니다.

           ►WinFus 초기화 화면

            ※ Initializing Fail 메시지 발생시 Sub Controller와의 통신상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SubController의 전원 또는 통신상태를 Check하여 주십시오.

               

      1.1.3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프로그램 초기화면

      1.1.4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상단의 Login & Logout 버턴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클릭 화면

      1.1.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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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화면

      1.1.4 ID와 PASSWORD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키보드 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ID 입력화면

           ►패스워드 입력화면

      1.1.5 입력이 완료된후 Login 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

      1.1.6 Login이 완료되면 Login&Logout 버튼 밑에 현재 Login된 사용자 이름과 그룹이름이 나타납니다.

           ►로그인후 메인화면에 ID와 Group이 나옵니다.

           

      1.1.7 Login이 완료되면 메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변합니다.(버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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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완료후 화면

  1.2 프로그램 종료

      1.2.1 프로그램 종료하기 위해서 오른쪽상단의 Login & Logout 버턴을 클릭하세요.

             ►Login & Logout 클릭 화면

      1.2.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Log Out 버턴을 클릭하세요.

          ►Logout 클릭 화면

      1.2.3 Logout이 되면 메인 메뉴가 System을 제외하고 모두 비활성화가 됩니다.

             ►System 메뉴 클릭화면 

      1.2.4 System 메뉴를 클릭하세요.

      1.2.5 Controllers Shutdown 메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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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s Shutdown 메뉴 클릭화면

      1.2.6 Program Shutdown 메뉴를 클릭하세요.

           ►Program Shutdown 메뉴 클릭화면

      1.2.7 Exit Program 화면에서 Ok 버턴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Exit Program Ok 메뉴 클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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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

  2.1 화면 구성

        ►Main 화면

      2.1.1 Lock Monitor

             ☞ 사용자가 실수로 모니터를 터치했을 경우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Processing중에는 Lock을 설정해 놓으면 부주의에 의한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A. Lock

                   프로그램 모든 부분에 클릭이 안 되게 방지합니다.(Lock Touch)

            B. Unlock     

                   모든 부분을 클릭이 가능하게 원상 복귀합니다.(Unlock Touch)

                    ►Unlock        ►Lock

      2.1.2 온라인 통신모드 (서버와 통신)

             ☞ 현재 서버와 통신 중인 경우 ON-LINE으로 표시되고 통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OFF-LINE으로 표시됩니다.

               ►서버와 통신중

               ►통신 중지

      2.1.3 알람표시

             - 현재 알람이 발생 시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 알람이 여러 개 발생 시 최근 발생한 알람이 표시됩니다.

             ex) 226 : 현재 알람번호 

             [Temperature] Alarm : CENTER  : 현재 알람의 종류

            ►알람이 발생했을 경우

      2.1.4 부저 ON OFF

            - 알람이 발생할 경우 부저가 발생 -  붉은색점멸

            - 부저를 클릭하면 부저발생이 중지됩니다. -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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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OFF        ►부저ON

      2.1.5 장비 통신 상태

            - 현재 프로그램과 장비와의 통신 상태를 표시 합니다.

            - 정상 : 초록색  비정상 : 붉은색 점멸

            - ex   : PLC, Temperature, MFC Controller와 통신이 안 될 경우

             ►정상                         ►통신이 안될경우

      2.1.6 현재 로그인 사용자 이름 및 그룹

            -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름과 그룹이름을 표시합니다.

            - 로그인이 되지 않은 경우 및 로그아웃 할 경우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Login                         ►Logout

      2.1.7 현재 날짜 및 시간

             ►현재날짜 및 시간

      2.1.8 Recipe 관련 메뉴

              ► Recipe Status

           A. Recipe

                  현재 Process에 사용할 Recipe 이름을 나타냅니다. (Recipe-Set Recipe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Step Name

                  현재 Recipe에 사용중인 Step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Process가 진행중이지 않을 경우는(Idle 상태) 초기상태로 1번 Step 이름을 표시합니다.

                  ※ Idle 상태           : Process가 진행중이 아닐때

                    Recipe(Process) 상태 : Process가 진행중일때(Recipe를 Start 했을 경우)

           C. Step No     

                  현재 Step No / 총 Step 수

                   ※ Step수 변경은 (Recipe- Edit Recipe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Total Time

                  Recipe 총시간으로써 각각 Step시간을 전부 합친 시간입니다.

                  ※ Total Time = Step1시간+Step2시간+Step3시간+Step4시간....

           E. To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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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e 현재 시간 / Recipe 총시간(Total Time)) * 100 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Recipe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상태바로 표시합니다.

           F. Step Time

                  현재 Step의 총시간을 나타냅니다.

           G. Step Status

                  (Step 현재 시간 / Step 시간(Step Time)) * 100 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Step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상태바로 표시합니다.

           H. Hold Time

                  Process중 Hold된 시간을 누적해서 표시합니다.

      2.1.9 Mecha 관련 메뉴

             ►Mecha Status

         

      2.1.10 Temperature 관련 메뉴

            ►Temperature Status

           A. Zone

             현재 Temperature Zone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3개의Zone과 각 Zone의 이름은            

                    FRONT,CENTER,REAR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름 변경 및 Zone 개수 변경은 System -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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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 Configuration 여기서 합니다.

          B. Actual

                   현재 Temperature의 실제 값 을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Temperature값을 출력합니다. 이 값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C. Set    

                   현재 Temperature의 세팅된 값을 보여 줍니다. 수동으로 Temperature값을 설정하거나 Process중일때  

                    Set값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Set값을 보여 줍니다.

           D. Ramp ( 분당 온도값(Min/℃) )

                   현재 Temperature Ramp 값을 나타냅니다. 

                     ►Temperature Status에서 값을 변경하면 메인화면에 Temperature Set값이 변경됩니다.

                     ►Process중일때(Recipe중일때) Set Point에 따라서 메인화면에 Temperature Set값이 변경됩니다.

      2.1.11 MFC 관련 메뉴

            ►MFC Status

           A. MFC

                   현재 MFC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위의 그림은 현재 MFC는 3개로 설정 되어 있고 각 MFC는          

                   MFC-1,MFC-2,MFC-3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변경 및 MFC 개수 변경은 System - Set Gas - MFC     

                   Configuration에서 합니다. MFC 메인화면에는 Use에 Read/Set, Read Only 항목만 나타나고 NOT USE  

                   는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Read / Set  : 메인에 MFC값이 출력 되고 Set값 설정 가능

                   ☞ Read Only  : 메인에 MFC값이 출력 되고 Set값 설정 불가능

                   ☞ Not Use    : 메인에 MFC값이 출력 안 되고 Set값 설정 불가능

           B. Actual

                   현재 MFC의 실제 값을 보여 줍니다. 실시간으로 MFC값을 출력 합니다. 이 값을 수정 불가능 합니다.

           C. Set 

                   현재 MFC에 세팅된 값을 보여줍니다. 수동으로 MFC값을 설정하거나 Process중일때 Set값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Set값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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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Status에서 값을 변경하면 메인화면에 MFC Set값이 변경됩니다.

                     ►Process중일때(Recipe중일때) Set Value에 따라서 메인화면에 MFC Set값이 변경됩니다.

           D. UNIT  

                   현재 MFC 단위를 설정합니다. UNIT변경은 System - Set Gas - MFC Configuration에서 합니다.

      2.1.12 Recipe 조작 관련

           ►Recipe 조작 메뉴

           A. Start 

                   현재 설정된 Recipe로 Process를 합니다. 만약 전원이 Off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Power Off 상태에서 Start시에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B. Abort

                   현재 Process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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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dle 

                   Standby Recipe를 실행합니다.

                   ※ Idle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Standby 상태로 변합니다.

                  ►Standby 상태

           D. Jump 

                   현재의 Step을 취소하고 지정된 Step으로 Jump합니다.

                       ►원하는 Step을 선택 후 Jump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 Skip 

                   현재의 Step을 취소하고 다음 Step으로 넘어갑니다.

                    ►Jump 화면

                   원하는 Step을 선택한 후 Jump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Step으로 이동합니다. Skip은 현재 Step을 취  

                   소하고 다음 Step으로 넘어갑니다.

                   (ex :현재 Step이 2번이면 Skip버튼을 누르면 3번 Step으로 이동합니다.)

                   ※ Jump 버튼은 항상 Holding중 일때만 사용가능합니다.(버튼활성화)

                 ►Jump버튼 활성화                        ►Jump버튼 비활성화

           

          F. Hold

                   현재 상태를 Hold상태로 만듭니다.

                     ►평상시                   ►Hold중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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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d시 확인창

       

              ※ Hold중일 경우 Hold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Hold가 Stop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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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서브 화면

          ►메인 화면

    ※ 프로그램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부분,상태부분,메인부분

      - 메뉴부분 : 프로그램 메뉴들(Main,Recipe,System,Log,Alarm,Access,Trend)

      - 상태부분 : 알람,통신,날짜등 상태를 나타냅니다.

      - 메인부분 : 메인 프로세스 부분

메뉴부분

상태부분

메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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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Recipe Status - 현재 Recipe의 상태 및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Recipe Status

      3.1.1 Recipe

          - Recipe Name       : 현재 설정된 Recipe 이름

           - Step Name         : 현재 Step의 이름

           - Current / Total      : 현재 Step 수 / 총 Step 수 (Recipe 전체)

           - Current Time / Total : 현재 Step Time / 총 Step 시간 (Recipe 전체)

     3.1.2 Step

           - Step Name   : 현재 Step 이름

           - Status        : 현재 Step 상태(Idle,Hold,Recipe등)

           - Current Time : 현재 Step 시간

           - Total Time   : 현재 Step 총 시간

           - Hold Time   : 현재 Step Hold된 총시간(누적시간)

           ※ Recipe Status 전부 Display용으로 사용자가 직접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Recipe의 현재상태를 확인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3.2 Temperature Status 

      - 재 Temperature 값 및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고 수동 으로 Profile을 할 수 있습니다.

       ►Temperature Status

      3.2.1 Profile Check Status - Profile과 관련된 메뉴

           - Mode : Temperature 2가지 모드(Spike,Profile)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ofile을 선택후 Change Mode버튼을 클릭하면 시작됩니다.(수동 Profile 기능)

           - Profile Table    : Profile시에 사용할 테이블 No를 설정합니다.

                              1-10까지 총10개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rofile Result  : Profile시에 결과를 나타냅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OK 비정상적으로 완료되면 NG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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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니다.

           - Total Time     : Profile시 여기 설정된 시간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Profile이 끝나버립니다. Profile Result에는  

                             NG로 표시됩니다.

           - Check Time   : Profile시 여기 설정된 시간만큼 Profile을 체크합니다. 이 시간동안 Profile이 합격되면 Profile  

                            Result에는 OK로 표시 됩니다.

            ※ Profile 중 일때는 Profile Result에 값이 범위내에 있으면 Checking이 표시되고 범위를 벗어나             

                면 Range Over가 표시 됩니다.

            ※  Range Over는 Profile 설정된 Range 값의 절대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나타납니다.

            ►Profile Range 설정

             ※ Range값이 1이 설정되어 있으면 1 ~ -1 범위를 벗어나면 Range Over가 발생합니다.

             ※ Profile 비교는  (Set Temperature Value - Paddle T.C값)을 Profile 값으로 사용합니다.

      3.2.2 Temperature Map (Display용)

          - 현재 Chamber에서의 T.C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Temperature Map

      3.2.3 Temperature 수동조작

           - Set           :　Temperatue의 Set값

            - WORKING SP  : Working SetPoint 값

            - Actual        : Temperature Actual 값

            - Spike T.C     : Spike T.C의 값

            - Paddle T.C    : Paddle T.C의 값

            - Dev          : Set - Actual 값

            - Power        : Temperature Power 값

            - Offset        : Temperature Offset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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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echa Status - 현재 Mecha를 표시합니다.

      ►Mecha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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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Gas Status - Gas 수동조작 및 GFC를 볼 수 있습니다.

       ►Gas Status

      3.4.1 GAS - 현재 MFC Acutal 및 Set값을 나타냅니다.

             - MFC   : MFC 이름

             - Actual : MFC Actual 값

             - Set    : MFC Set 값

             - Unit   : MFC 단위

             ※ 노랑색 부분을 클릭해서 세팅값(Set)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4.2 GFC - Gas Flow Chart를 보여줍니다.

              ►Gas Flow Chart 화면

      3.4.3 Gas Valve - 수동으로 Valve ON OFF를 할 수 있습니다.

      3.4.4 MFC Value - 수동으로 MFC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Gas On Off 화면              ►MFC 값 입력 화면

      

 4 메뉴

         ►메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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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Main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위화면)

  4.2 Recipe

      Recipe Edit, Set, Standby Recipe 등 Recipe 편집 및 수정

  4.3 System

      Temperature, MFC, Alarm, File Maintenance 등 System 관련 메뉴

  4.4 Log

      Batch Log(사용자 조작), Alarm(장비 알람 Log)

  4.5 Alarm

      현재 Alarm 및 Clear 기능

  4.6 Access
      사용자 ID 추가,수정 및 삭제 기능

  4.7 Trend

      데이터 그래프 출력 및 Trend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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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
‣ Recipe Display Mode : 선택된 Recipe의 내용을 

보여줍니다.(수정 불가)

‣ Recipe Edit Mode : 선택된 Recipe의 내용을 편

집을 합니다.

‣ Recipe Set Mode : Process 사용할 Recipe를 선

택합니다.

System
‣ Set Temperature : Temperature 환경설

정,Profile,PID값을 수정합니다.

‣ Set Gas : Gas 환경설정,Valve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Set Alarm : Alarm 설정

(Temperature,MFC,AlarmList) 및 편집을 할 수 있습

니다.

‣ Set Preesure : Pressure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

니다.

‣ File Maintenance : System,Trend,Log,GFC 와 관

련된 파라미터 및 데이터를 백업 및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 Communication Status : 현재 PC와 Device의 통

신 상태를 보여줍니다.(전원이 Off되면 데이타가 보

이지 않습니다.)

‣ Controllers Shutdown : PC 종료 및 프로그램 종

료를 할 수 있습니다.

Log
‣ Alarm Log : Alarm과 관계된 기록을 볼 수 있습

니다.(발생시간,알람내용,Recipe상태등)

‣ Batch Log : 사용자 프로그램조작과 관련된 기록

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시간,조작내용등)

Alarm
‣ 현재 알람이 발생시 알람 내용 및 발생시간을 보

여줍니다. 또 알람 발생후 Alarm Clear도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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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프로그램 사용자를 추가,삭제,수정을 할 수 있습

니다. 등록된 사용자만 프로그램을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개의 Group 구분되고

(Operator,Editor,Enginner) 각각의 Group별로 사용

할 수 있는 메뉴가 다릅니다.

Operator(Level1) : Recipe편집불가,System메뉴 사용

불가

Editor(Level2) : Recipe편집가능,System메뉴 사용불

가

Enginner(Level3) : 전부사용가능
Trend

‣ Recipe 동작중일때(Start했을경우) 현재 Trend 항

목에 등록된 부분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출력합니

다. 사용자가 Recipe Start시에 자동으로 Trend가 

되고 Abort나 Recipe완료가 되면 Trend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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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cipe 메뉴

   ►Recipe 화면

  5.1 Recipe Display Mode - Recipe 읽기전용으로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Recipe Display Mode

       ※ View 버튼을 누르면 Recipe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2 Recipe Edit Mode - Recipe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Recipe Edit Mode 

      5.2.1 현재 선택된 Recipe(파란바탕 - SEMI)

            - 현재 선택된 Recipe가 파란색배경에 나타납니다.

      5.2.2 Set Recipe (회색바탕 - SEMI)

          - 현재 Set된 Recipe를 나타냅니다. Start시 여기 Set된 Recipe가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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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Recipe Edit Menu

            - New    : Recipe를 새로 만듭니다.

                        ※ 원하는 Recipe 이름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세요.

            

            - Rename : 현재 선택된 Recipe의 이름을 바꿉니다.

                        ※ 변경할 이름을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세요.

            - Save As : 현재 선택된 Recipe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WinFus\Recipe\Process폴더에 저장)

            - Delete  : 현재 선택된 Recipe를 삭제합니다.

                        ※ 삭제할 Recipe를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르세요.

            - Import  : 외부의 다른 Recipe 파일 1개를 불러옵니다.

                        ※ 불러올 Recipe 파일(텍스트) 선택 후 열기버튼을 누르세요.

            - Export  : 현재 선택된 Recipe 파일 1개를 외부로 Export합니다.

                       ※ Export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Operation Manual for WinFus

- 25 -

                       ※ 원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Export가 완료됩니다.

            - Add↑  : 현재 선택된 Step 위쪽에 추가합니다.

                       ※ 현재 선택된 Step이 2번입니다. 여기서 2번 Step 위에 추가 하고 싶을 경우에 [Add↑]버튼을   

                          눌러주세요.

            - Add↓  : 현재 선택된 Step을 아래쪽에 추가합니다.

                       [Add↑]와 반대입니다.

            - Edit    : Recipe 내용을 편집합니다.(밑에서 다시 설명)

            - Delete  : 현재 Step을 삭제합니다. (0번 Step은 삭제불가)

            - Up     : 현재 선택된 Step을 위쪽 Step과 바꿉니다.

     ※ 현재 선택된 Step이 2번입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Step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때 사용합니다.

            - Down  : 현재 선택된 Step을 아래쪽 Step과 바꿉니다.

                       [Up]과 반대입니다.

            - Down  : 현재 선택된 Step을 아래쪽 Step과 바꿉니다.

                       [Up]과 반대입니다.

            - Save    :  현재의 Recipe에 저장된 값을 저장합니다.

            - Cancel  :  현재의 Recipe에 저장된 값을 취소합니다.(이전상태로복귀)

  5.3 Recipe Set Mode - Process에 사용할 Recipe를 선택합니다.

      ※ 왼쪽에서 원하는 Recipe를 선택한 후 Change버튼을 누르면 Recipe가 Set 이 완료됩니다.

        ►Recipe Se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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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Recipe Contents - Recipe 세부내용

      5.4.1 Temp 

           A. Mode

                  Temperature 모드를 선택합니다.(Spike,Profile)

                  ※ Profile모드일 경우 Ramp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Profile Table

                  -Mode가 Spike인 경우 Profile Table에 설정된 번호에 저장된 Offset값이 Actual값에 적용             

                   됩니다.

                  -Mode가 Profile인 경우는 Profile Table에 설정된 값으로 Profile이 됩니다.

           C. Zone Name

                  Temperature Zone Name

           D. Set Point    

                      Temperature Set 값

                      ※ 원하는 값을 입력후 Ok버튼을 누르세요.

            E. Ramp

                   Temperature Ramp 값 - 분당 온도값(Min/℃)

     5.4.2 MFC

           A. MFC Name

                  MFC 이름을 나타냅니다.

           B. MFC Set Value   

                  MFC Set 값을 나타냅니다.

                  ※ 원하는 값을 입력후 Ok버튼을 누르세요.

           C. MFC Unit

                  MFC 단위 (System - Set Gas - MFC Configuration 설정)

                  ※ 여기서 Unit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4.3 Valve 

           A. Val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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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밸브 이름은 System - Set Gas - Valve I.O Assign에서 수정합니다.)

                    ※여기서 Valve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Valve Status

                  밸브 ON OFF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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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Edit Recipe - Recipe를 편집합니다.

       ►Recipe Edit Mode

      5.5.1 Edit Step

           A. Edit Step

                   현재 Step / 총 Step 수

            B. Name

                   현재 Step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C. Alarm Group

                   알람 그룹을 설정합니다.(총 Group1-4까지 4개)

            D. Step Time   

                   현재 Step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 1번에 [Hour][Min][Sec]순서대로 입력합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Hour]->[Min]->[Sec]->[Hour]->[Min]..... 순서대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10시간을 입력하고 싶으면 1을 누르고 0을 누르면 됩니다. 완료후 Ok버튼을 누르면 입력  

                     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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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Jump1 - 4  

                  Jump Alarm일 경우 이동할 Step을 설정합니다.

                ※ Jump를 클릭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Jump 하고 싶은 Step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제일 위에 Not Use 선택하면 됩니다.

      5.5.2 Valve버턴을 클릭하면 GFC가 나와서 좀더 쉅게 On Off 가능합니다.

            ►Recipe Graphic Mode 화면

           ※ 원하는 Gas에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5.5.3 MFC버턴을 클릭하면 GFC가 나와서 좀더 쉅게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MFC에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5.5.4 위의 버턴을 클릭할 경우 아래와 같은 GFC 화면이 나와서 쉽게 Recipe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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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ystem 메뉴

    ►System Main

  6.1 Set Temperature

     ►System - Set Temperature

      6.1.1 Temp Configuration - Temperature Zone 개수 및 Zone Name 편집 등

          ►System - Set Temperature - Configuration

           A. Number Of Temperature Control Zone

                  Temperature 개수를 설정합니다.

           B. Zone Name

                  Temperature Zone Name을 편집합니다.

                 ►Temperature Zone Name 변경

          C. High Limit

                  Temperature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D. Low Limit 

                  Temperature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 값 수정후 Save 버튼을 항상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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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Profile

            ►System - Set Temperature - Profile

           A. Profile Table

                  현재 Profile Table의 No

           B. Profile Date

                  Profile 완료되면 날짜 및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

           C. Profile Time 

                  Profile 체크 시간

           D. Total Time 

                  Profile이 이 시간을 넘어가면 NG (Profile 시작시부터 계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E. Temperature 

                  Profile시 Temperature Set값이 자동으로 설정

           F. Offset

                  Profile이 완료되면 Offset값이 자동으로 설정

           G. Range

                  Profile 범위를 설정(단위는 ℃)

             ※ Previos Next 버튼은 Profile Table값을 증가(Previous)감소(Next)시킵니다.(최소:1 최대:10)

      6.1.3 PID

            ►System - Set Temperature - Set PID

           A. PB - Temprature PB 값

           B. I - Temprature I 값

           C. D - Temprature D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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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D값을 설정합니다. PID값을 수정후 초기상태로 복귀할려면 Default 버튼을 클릭후 Save버튼을 눌러      

               주면 초기상태로 바뀝니다. 이 값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1.4 Profile NG Table - Profile NG시 데이터 저장

            ►System - Set Temperature - Profile Ng Table

           A. Profile Table - Profile NG시 Table의 No

           B. Profile Date - Profile NG시 날짜 및 시간

           C. Profile Time - Profile NG시 체크 시간

           D. Total Time - Profile NG시 총 시간

           E. Set - Profile NG시 Set Temperature 값

           F. Spike T.C - Profile NG시 Spike T.C 값

           G. Profile T.C - Profile NG시 Profile T.C 값

           H. Dev - Profile NG시 Dev 값

           I. Profile Offset - Profile NG시 Offset 값

                  ※ Profile NG Table에는 최근에 Profile NG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이전 데이터는 삭제되면서 최근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

     6.1.5 Heating Line Controller (Heating Line이 있는 Model만 사용)

            ►System - Set Temperature - Heating Line Controller

           A. Set1,Set2

                   Heating Line Contrlloer Set 값 설정

      ※ 원하는 값을 입력후 Ok 버턴을 클릭하세요. 설정후 항상 Save 버턴을 클릭해야지만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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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Set Gas

       ►System - Set Gas Menu

      6.2.1 MFC Configuration - MFC 환경설정

           ►System - Set Gas - MFC Configuration

           A. Gas Name

                  MFC 이름을 설정

           B. Full Scale

                  MFC Full Scale값을 설정

                    ►총9개 값중 1개 값을 선택후 OK버튼을 누르세요.

           C. Resolution

                  MFC 해상도를 설정 (화면에 소수점이 표시됩니다.)

                  총4가지 (xxxx , xxx.x , xx.xx , x.xxx) 소수점3자리까지 가능합니다.

                     ►총4개 값중 1개 값을 선택후 OK버튼을 누르세요.

           D. UNIT

                  MFC 단위를 설정합니다. (sccm, slm, torr, m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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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선택한 후 OK버튼을 누르세요.

           E. USE

                  MFC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Not Use     : 사용안함

                  ☞ Read Only   : MFC값 Display만 가능하고 Setting은 불가능(읽기전용)

                  ☞ Read/Set     : MFC값 Display,Set 모두 가능

      6.2.2 Gas Valve I.O Assign

           A. Name

                  Valve Name

                       ►Valve이름을 입력후 OK버턴을 누르세요.

           B. Type

                  N.O , N.C (Normal Open, Normal Close)

                        ►선택후 OK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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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ddress

                  Valve PLC Address를 입력하세요(ex. M00001)

                      ►Address 5자리를 입력후 OK버튼을 누르세요.

           D. Display Address

                   PLC 전용으로 사용 (PC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없음)

           E. Use

                   Valve 사용 여부

                   ☞ Not Use     : 사용안함

                   ☞ Display Only : Valve On Off 불가능하나 화면에는 출력(Display용)

                   ☞ Use          : Valve On Off 가능

                 ►System - Set Gas - Valve I.O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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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Set Alarm

      6.4.1 Temperature Alarm

          ►System - Set Alarm Menu

          ►System - Set Alarm - Temperature Alarm 

       ☞ Temperature Alarm 정의

     프로그램 동작중 온도값이 원하는 온도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온도값의 정확성을 보장합니  

            다. 또 Recipe 동작중에도 온도값을 확인할 수 있므로 온도값이 이상이 발생시 그에  합당한 조치(Abort,Hold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알람으로 구분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이상발생시 사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A. Warning DIV

                  X = Temperature Actual Value

                  Y = Temperature Set Value

                  Z1 = X + (X * WDIV / 100) 상한값

                  Z2 = X - (X * WDIV / 100) 하한값

                  Z2 > Y 아니면 Z1 < Y 일 경우 경고를 발생합니다.

                  (상한치보다 크거나 하한치보다 작으면)

           B. Warning Time(경고 Delay)

                  경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몇 초 후에 경고메시지를 출력을 설정합니다.

           C. Alarm DIV   

                  X = Temperature Actual Value

                  Y = Temperature Set Value

                  Z1 = X + (X * ADIV / 100) 상한값

                  Z2 = X - (X * ADIV / 100) 하한값

                  Z2 > Y 아니면 Z1 < Y 일경우 알람을 발생합니다.(상한치보다 크거나 하한치보다 작으면)

           D. Alarm Time (알람 Delay)

                  알람이 발생한 시점에서 몇 초 후에 알람메시지를 출력을 설정합니다.

           E. Group1(Idle) 

                 현재 상태가 Idle 상태일 때 알람을 사용여부 설정합니다.

                 ①Not ②Use,Buzzer 2가지 상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uzzer인 경우 Buzzer가 발생하면서 알람메시지가 나타납니다.

           F. Group2-4(Recipe) 

                그룹2-4는 현재 Recipe 상태일 때 알람을 사용여부 설정합니다.

                이 알람 발생시 ①Hold ②Jump1-4 ③Abort ④Buzzer등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 Manual for WinFus

- 37 -

              ►Recipe Edit에서 Alarm Group에서 설정

                ※ 알람 발생시 Jump1-4일 경우 Recipe에서 설정된 Jump Step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Recipe Edit에서 Jump1-4에서 설정

      6.4.2 AlarmList (PLC에서 발생하는 알람설정)

              ►System - Set Alarm - AlarmList

      ☞ AlarmList 정의

     장비에서 알람 발생시 PC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장비에 발생한 알람을 이용해서  알람 원인을 추적해서 조  

            치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A. Name       

                  알람이름을 수정합니다. 여기서 설정된 알람이 메인화면 알람창에 출력됩니다.

                  ►메인화면에 알람이 발생한 경우 화면

           B. Address

                  PLC 접점의 Address를 설정합니다. (PLC,PC연동으로 알람발생) 5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ex) M12345

           C. Time(sec)     

                  알람이 발생후 몇초후에 알람메시지 발생을 설정합니다.(Time Delay 설정)

           D. Group1(Idle)   

                  위의 설명과 동일(Temp Alarm Group)

           E. Group2-4(Recipe) 

                  위의 설명과 동일(Temp Alarm Group)

      6.4.3 MFC Alarm

            MFC Alarm 부분은 Temperature Alarm부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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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 Set Alarm - MFC Alarm 도 Temprature와 동일

       ☞ MFC Alarm 정의

      프로그램 동작중 MFC값이 원하는 MFC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MFC값의 정확성을 보장합  

             니다. 또 Recipe 동작중에도 MFC값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MFC값이 이상이 발생시 그에 합당한 조치       

             (Abort,Hold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알람으로 구분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이상발생시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A. Warning DIV

                  X = MFC Actual Value

                  Y = MFC Set Value

                  Z1 = X + (X * WDIV / 100) 상한값

                  Z2 = X - (X * WDIV / 100) 하한값

                  Z2 > Y 아니면 Z1 < Y 일 경우 경고를 발생합니다.

                  (상한치보다 크거나 하한치보다 작으면)

           B. Warning Time(경고 Delay)

                  경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몇 초 후에 경고메시지를 출력여부를 설정합니다.

           C. Alarm DIV   

                  X = MFC Actual Value

                  Y = MFC Set Value

                  Z1 = X + (X * ADIV / 100) 상한값

                  Z2 = X - (X * ADIV / 100) 하한값

                  Z2 > Y 아니면 Z1 < Y 일경우 알람을 발생합니다.(상한치보다 크거나 하한치보다 작으면)

           D. Alarm Time (알람 Delay)

                 알람이 발생한 시점에서 몇 초 후에 알람메시지를 출력여부 설정합니다.

           E. Group1(Idle) 

                 현재 상태가 Idle 상태일 때 알람을 사용여부 설정합니다.

                 ①Not Use ②Buzzer 2가지 상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uzzer인 경우 Buzzer가 발생하면서 알람메시지가 나타납니다.

           F. Group2-4(Recipe) 

                 그룹2-4는 현재 Recipe 상태일 때 알람을 사용여부 설정합니다.

                 이 알람이 발생시 ①Hold ②Jump1-4 ③Abort ④Buzzer등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알람 그룹 설정은 Recipe Edit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cipe Edit에서 Alarm Group에서 설정

                 ※ 알람 발생시 Jump1-4일 경우 Recipe에서 설정된 Jump Step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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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e Edit에서 Jump1-4에서 설정

☞ IDLE 및 Recipe 상태 구분도

   ►프로그램초기          ►START시               ►Process진행중         ►Abort                 

                                                        ►Recipe 완료된경우

      6.4.4 Communication Alarm

             Controller와 PC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알람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 Use     : 현재 알람을 사용합니다.

             ☞ Not Use : 현재 알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 PLC

                   PLC와 PC의 통신 알람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B. Temperature

                   Temperature Device와 PC의 통신 알람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C. MFC

                   MFC Controller와 PC의 통신 알람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D. PRESS.

                   Pressure Device와 PC의 통신 알람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Communication Alarm 화면

IDLE 상태 START Recipe 상태 Abort

Process End

IDLE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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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File Maintenance (데이타 복원 및 백업)

      ►System - File Maintenance

     ☞ File Maintenance 정의

  여러 대의 똑같은 장비가 있을 경우 다른 장비에 있는 Recipe파일,System파일등을 백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예  

        를 들면 다른 장비에서 현재 사용중인 Recipe를 현재 장비로 이동해서 똑같은 Recip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Recipe파일을 새로 만드는 시간을 줄여서 작업시간의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A. Recipe Backup 

            Recipe 파일을 백업합니다.

      B. Restore

            Recipe 파일을 복원합니다.

            ※ 백업이나 복원 경로를 지정해서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백업할 파일 경로 지정

               ►복원할 파일 경로 지정

      C. System Backup 

             System 파라미터 설정을 백업합니다.

     D. System Restore 

            System 파라미터 설정을 복원합니다.(아래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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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할 파일 경로를 지정

      E. GFC Backup 

             Gas Flow Chart에 사용되는 이미지파일을 백업합니다.

      F. GFC Restore 

             Gas Flow Chart에 사용되는 이미지파일을 복원합니다.

             ※ GFC 백업,복원방법은 Recipe 백업,복원과 동일합니다.

      G. Log Copy 

             Log 데이터파일을 원하는 경로로 복사합니다.(ex.이동식저장장치)

               ►Copy할 파일 경로

      H. Trend Copy 

             Trend 데이터파일을 원하는 경로로 복사합니다.(ex.이동식저장장치)

             ※ 방법은 Log Copy와 동일합니다.

  6.6 Communication Status (Device와 PC와 통신상태 모니터링)

      ►System - Communication Status

        ※ 현재 장비와 PC의 통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통신이 단절된 경우 Status에 데이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장비 전원 및 상태 체크)

☞ 단지 Display용도로 사용되면 System Engineer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통신확인 기능

P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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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Controllers Shutdown (PC Power Off 및 프로그램 종료)

      ►System - Controllers Shutdown Menu

      6.7.1 Controllers Shudown (PC Power Off 기능)

           ►Shutdown  확인창

             ※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르면 PC 전원이 OFF가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전 데이터를 먼저 저장하세요

      6.7.2 Program Shutdown (WinFus 프로그램 종료)

           ►Exit Program  확인창

             ※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르면 WinFus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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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g 메뉴 (데이타 이력관리)

  7.1 Alarm Log (알람과 관련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Log - Alarm Log 

      ☞ Alarm Log 정의

   알람 로그는 알람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록을 파일에 저장해서 이후에 그 때의 상황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 로그  

          기록을 가지고 알람 원인을 분석해서 작업을 더욱더 개선을 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알람로그가  

          없다면 작업분석이 어려우니 작업 개선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 입니다.

         ※ 왼쪽의 Date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된 날짜에 로그 데이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Date Time

            알람 발생 시각

      B. Status

            [Clear]알람이 클리어 [Post]알람이 발생

      C. No  

           알람 번호

      D. Alarm Message 

           알람 상세 내용

      E. Recipe

           알람 발생시 세팅된 Recipe Name

      F. Step

          알람 발생시 Recipe Step Name

     G. Step No

           로그 발생시 Step 수 (로그 발생 Step No / 총 Step 수)

     H. ID

          알람 발생시 ID(사용자 이름)

     I. Group

           알람 발생시 Group(사용자 그룹이름)

            ※ [Post]는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Clear]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단 [Post] 중에서 경고 메시지는 노  

              랑색으로 표시되어서 쉽게 알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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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Batch Log (Recipe 동작과 관련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ex) [Recipe] Start, Stop, Hold 등

      ►Log - Batch Log

      ☞ Batch Log 정의

   Batch Log는 사용자가 Recipe 동작(Start,Abort,Hold등)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로그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로그파  

         일은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에 주의를 할 수 있고 (사용자 이름이 로그에 저장) 조작미스에 대한 원인을 쉽게 찾  

         을 수 있습니다. 또 원인을 찾아서 작업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A. Date Time    

           로그 발생시 날짜시간

      B. Message       

           로그 발생시 세부 내용

      C. Recipe

           로그 발생시 Recipe 이름

      D. Step

           로그 발생시 Step Name

      E. Step No

           로그 발생시 Step 수 (로그 발생 Step No / 총 Step 수)

      F. ID             

           로그 발생시 사용자 ID

      G. Group         

           로그 발생시 사용자 Group

      ※ Log 데이터는 파일개수(Alarm Log , Batch Log 각각)가 300개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최고 오래된 파일부터 1개  

        씩 자동삭제합니다. (WinFus 폴더에 Log/Alarm , Log/Batch 폴더에 저장)

      ※ Process Start : 초록색  Abort : 붉은색   Process End :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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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larm 메뉴 (알람 발생 상세 정보)

   ►Alarm 화면

   ☞ Alarm 정의

프로그램이 동작중 장비 이상 발생, Interlock 동작으로 인하여 설비이상 발생시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때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현재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후 설비를 운용해야 됩니다.

      ※ Alarm은 최근에 발생한 알람이 나타납니다.

  8.1 Date Time  

      알람 발생한 시각 (날짜 시간)

  8.2 Clear      

      발생한 알람이 클리어 가능 여부

      Yes(알람 클리어 가능) 

      No(알람 클리어 불가능)

  8.3 No

      알람 번호 (1-240)

  8.4 Contents   

      알람 세부 내용

      ※ 알람 Clear는 원하는 알람을 선택 후 하단에 Clear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lear항목에 Yes된 항목만 Clear가 가능합니다.

                   ►Clear 버튼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선택화면

☞ 알람 발생시 Clear 는 No 상태이지만 알람이 해제가 되면 Clear Yes로 바꿥니다. Yes가 된 상태에서는 사  

   용자가 Clear가 가능합니다.(알람이 해제되었으므로)

알람발생

Clear No

알람해제

Clea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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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 System Access ETC(기타)
Operator(Level1) X(Read Only) X X O
Editor(Level2) O X X O
Engineer(Level3) O O O O

9 Access 메뉴 (사용자 관리)
  ☞ Access 정의

     프로그램 사용자마다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여 조작실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불필요한 기능은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작업에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 업무효율이 증가합니다.

  9.1 Group

      -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 총 3개의 Group으로 Operator,Editor,Engineer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각각의 Level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다릅니다. (Level1 -3)

      O : 사용 가능 X : 사용 불가능

  9.2 User

      A. Add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추가 화면(Add User)

             -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① 4가지 항목에 값을 입력하세요.

               ② OK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추가됩니다.

      B. Delete

            -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①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하세요.

               ② Delete 버튼을 클릭하세요.

               ③ Ok버튼을 클릭하세요.

      C. Edit

            - 사용자의 ID,Group,Password를 편집합니다.

       ① 편집할 사용자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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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dit 버튼을 클릭하세요.

               ③ 원하는 항목란에 값을 수정하세요.

               ④ Ok버튼을 클릭하세요.

      ►Access - Group 및 User 화면

       ※ Engineer이상만 사용자를 추가,삭제,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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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rend 메뉴

     ►Trend 메인 화면

  ☞ Trend 정의

  프로그램 Recipe 동작중의 데이터를 저장 및 그래프로 출력함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또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되므로 추후에도 그래프 분석 및 Recipe분석 등으로 공정개선에 용이합니다.

         ※ Trend는 Recipe Start시에 자동으로 Trend Start되고 Recipe Abort나 End시에 자동으로 Trend가 종료(Stop)   

      됩니다.

  10.1 그래프 Y축 최대값

        그래프 Y축 최대값을 변경합니다.

  10.2 그래프 Y축 최소값

        그래프 Y축 최소값을 변경합니다.

  10.3 X,Y값 출력

       그래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현재 위치의 X축,Y축의 값을 보여줍니다.

        X축 : 시간  Y축 : Temp, MFC, Pressure값

  10.4 그래프 X축 크기

       그래프 X축의 크기를 변경합니다.(sec)

       ☞그래프의 1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10.5 Trend 수동조작부

      A. Start 

             Trend를 시작합니다.

      B. Stop

             Trend를 중지합니다.

      C. Edit

             Trend 항목을 Temp,MFC,Pressure 중 1개를 선택합니다.(밑에 다시 설명)

      D. Export

             10.7.2 Export를 참고하세요

  10.6 Jog 그래프 위치 이동

      A. 화살표

              Trend 그래프 X축 및 Y축 최소 최대값을 변경합니다.

              ↑↓      : 그래프 Y축을 변경합니다.

              ←→      : 그래프 X축을 변경합니다.

      B. Move Range(이동 범위)

              그래프 위치 이동시 간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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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경우는 1칸씩 이동하고 2이면 2칸,3이면 3칸씩 이동합니다. 최대 10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Reset

              그래프 위치를 이동시킨 후 원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D. Mode

              그래프 모드를 변경합니다.

              ☞ Zoom : 그래프 크기를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 Track : 현재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의 X Y값을 볼 수 있습니다.

  10.7 Trend Mode 

      A. Active Trace

              Recipe 진행중일때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출력되는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장된 Trend 파            

              일을 불러오기가 불가능합니다.

      B. File Trace

             저장된 Trend 파일을 불러 올 수 있는 모드입니다.

  10.8 Open Trend Data (File Trace 모드에서 선택)

        ►현재 저장된 Trend 파일

      A. Delete

             현재 선택된 파일을 삭제합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후 Delete 버튼을 누르세요.

      B. Export

             현재 선택된 파일을 다른 폴더에 저장하거나 이동식 장치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USB저장장치로 Export

          ① Export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위쪽에 파일이름을 변경하고 Export버턴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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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하는 경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Export가 완료됩니다.

         ③ Export완료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Export된 것입니다.

      C. Open

              현재 선택된 파일을 Open합니다.(Open시에는 데이터가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파일 내용이 없을           

              경우는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D. Cancel

              현재 창을 닫습니다.

              ※ Trend Data는 날짜-시간-[RecipeName].txt 형태로 저장됩니다. 최근 파일이 가장 위에 올라옵니다.

      ☞ 그래프 Zoom 기능

       ※ 위의 그림은 Trend 파일을 Open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Jog Mode를 Zoom으로 선택하세요.

      ►그래프 확대 전

      현재 X축은 최소값:11:38:21 최대값:11:46:22

           Y축은 최소값:0       최대값: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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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선이 없음
Solid

           이 부분을 확대할려면 예를 들어서 

           X축   최소값:11:39:21   최대값:11:45:22

           Y축   최소값:300       최대값:1200

      ※ 순서에 상관없이 붉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을 한번 씩 클릭하면 흰색부분이 확대 되어서 보입니다. (확대 기능)

        ►그래프 확대 후

      ※ 확대후 다시 원상복귀를 할려면 위의 그림에서 Reset버턴을 누르면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10.8 Trend Edit

      ►Trend - Edit 화면

      10.8.1 Device

             Trend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Temp,MFC,Pressure) 

      10.8.2 Temperature

             각각의 설정된 이름이 나타납니다.

      10.8.3 Check Button

            선택된 항목만 Trend를 합니다.(ex.Front Profile T.C)

      10.8.4 Line Style

             Trend Graph 선모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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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XY

StepYX

Dash

Dot

Dash Dot

Dash Dot 

Dot

      10.8.5 Line Color

             선의 색깔을 설정합니다.

      10.8.6 Width

             선의 굵기를 설정합니다.

      10.8.7 Point

             Point 의 모양을 설정합니다. (밑 그림 참고)

              선의 일정 간격마다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10.8.8 Point Color

             Point의 색깔을 설정합니다.

          ►Trend - Point의 예시 그림(선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모양이 있음)

      ※ Trend 데이터는 파일개수가 300개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최고 오래된 파일부터 1개씩 자동 삭제합니다.

         (WinFus 폴더에 Trend 폴더에 저장 WinFus\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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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시지 원  인 해  결  책 알람번호

[AlarmList] Alarm XXX

프로그램 설정된 알람(System-Set 

Alarm - AlarmList)이 발생했을 경

우

알람 확인 후 조치 1-160

[MFC] Warning XXX
Set된 MFC값과 Actual MFC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
경고 확인 161-176

[MFC] Alarm XXX
Set된 MFC값과 Actual MFC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알람 확인 후 조치 177-192

[PLC] Comm Error PLC Device와 PC와 통신단절
케이블 및 전원 체

크
193

[Temperature] Comm Error
Temperature Device와 PC와 통신

단절

케이블 및 전원 체

크
194

[Temperature] Profile 

Check. NG
Profile이 비정상적으로 완료

Profile 재작업 및 

온도체크
196

[Mocha] Position 

Unmatched

현재 Mecha 위치가 설정된 

Mecha 위치와 불일치

현재 Mecha 위치 

체크후 재작업
197

[Recipe] Aborted

사용자가 수동으로 Abort 했을 경

우 및 알람이 발생해서 Abort 됬

을경우

알람 발생해서 

Abort될 경우 알

람을 확인 후 조치

198

[Temperature] Warning XXX
Set된 온도값과 Actual 온도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
경고 확인 209-224

[Temperature] Alarm XXX
Set된 온도값과 Actual 온도값이 

차이가 많이 경우
알람 확인 후 조치 225-240

11 Error Message

   ►다음과 같이 알람이 발생한 경우 아래 표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12 Trouble Shouting

  12.1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될 경우

      A. PC 재부팅

      B. 바이러스 검사

      C. 원도우 재설치 및 프로그램 재설치(제조회사에 문의)

      D. 설비제조회사에 문의

  12.2 PC와 장비가 통신이 안될 경우

      A. 장비 전원 OFF 체크

      B. PC - 장비간의 케이블 체크

      C. 프로그램 재실행

      D. 설비제조회사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