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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산업용 이더넷의 세계가 다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문외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검토
하는 전문가들도 경쟁 시스템의 광범위하고 투명한 라인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워 합니다. 대부
분의 제조업체들도, 이해하기 쉽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어느 특정 표준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및 구체적 기
능들을 묘사하는 많지 않은 종류의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사용자들은 훨씬 더 운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개괄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를 궁
금해 하는 반복적인 요청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산업용 이더넷 요소를 이슈화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이런 이슈를 만들 때 우리는 이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로서 가능한 객관적 입장에 서려고 노력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모든 것들은 산업용
이더넷 장비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인 생존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책자 내의 논쟁은 많은 대화와 이
분야의 개발자 및 의사 결정자와의 토론에 의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마다 요
청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
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정 및 수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
이 문서는 그 발행인의 사전 동의 없이

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보완에 어떤 지원이라도 바라며, 가능한 한 철저하고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표준의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토론이라도 환영입니다. 2011년 11월,

전체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버전은 www.ethernet-powerlink.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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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Ethernet community 가 발행한 초판에 이어 이번 제 2판에는 feedback submit 이
포함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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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위한 시스템 선택
Industrial ETHERNET FACTS 의 핵심은 PROFINET (RT , IRT ),
EtherNet/IP, EtherCAT과 SERCOS III 즉,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30개
의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1 중 5개의 비교입니다. 왜 이 다섯 개의 기술인가
요? 기술적인 측면, 표준화 상태 및 전략적 시장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
습니다. 사용자 조직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토콜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 IEC 표준에 분류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real-time에 적합한지를 고려하
였습니다.

Real-Time
IEEE 802.3은 이더넷 표준의 일부입니다, 데이터 충돌을 해결하는 메커니
즘은 데이터 전송을 불규칙하게 지연시킵니다.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기 위
해,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를 사
용합니다. hard real-time의 경우, 신호 전송 시간은 지정된 시간 프레임
에 정확히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soft

real-time은, 시간제한 기간에서 일부 편차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최대
수백 ms까지의 사이클 타임은 소프트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온도
모니터링, 디지털 제어 시스템 또는 모션 제어 응용 프로그램은 종종 사이클
타임을 1ms 이내로 해야 합니다.

1	시스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Reutlingen University, Process
Data Processing Lab의 대표이신 Prof. Dr.-Ing. Jurgen Schwager 씨가
집계한 목록을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세요.

www.pdv.reutlingen-university.d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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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 비교 선택의 다른 중요한 점은 시장 진출입니다.

IMS, ARC와 같은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EtherNet/IP, PROFINET 또는
Modbus TCP는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용 이더넷 응용 분야의 약 3/4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OWERLINK와 EtherCAT이며, 이 두 시스템은 특히 하드 실시간
요청에 적합합니다.
아래 요약에서 Modbus TCP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자 그룹 ODVA는 그것이 EtherNet/IP로 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미한 마켓쉐어에도 불구하고 SERCOS III를 비교에 넣은 것은 빠른 모션컨
트롤 솔루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분류 및 응용 분야
(IAONA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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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작동 방법
실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실시간 이더넷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1.	TCP/IP 기반  : 프로토콜은 상위 계층에 실시간 메커니즘 층으로 된 표

지를 따라 하나의 노드부터 다른 노드로 이동하고, 또한 콜렉팅 노드 응답을
하는중에 하나의 텔레그램에서 보냅니다.

준 TCP/IP 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대부분 성능이 한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텔레그램 절차는 별도의

정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개별적으로 응답 노드에 각각 텔레그램을 보내 작동합니다.

2.	표준 이더넷  : 프로토콜은 표준 이더넷 계층 위에서 구현됩니다. 이
러한 솔루션들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이더넷의 발전으로 혜택을 얻

시스템은 네트워크 접근 및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3가지의 다른 메커니즘을

을 수 있습니다.

사용합니다  :

3.	개선된 이더넷  : 표준 이더넷 계층, 이더넷 메커니즘 및 인프라가 모두

-	하나의 마스터는 네트워크에서 타이밍을 제어합니다.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표준 준수 전에 성능을 우선시

POWERLINK 환경에서, 마스터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개별적인 노

합니다.

드 권한을 부여합니다.

EtherCAT과 SERCOS III 네트워크에서, 통합 프레임 텔레그램의 전송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은 어떻게 데이터 전송

은 마스터 클럭을 따릅니다.

을 구성하고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관리 방법에 있습니다.

- PROFINET IRT는 통신을 제어하는 동기화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EtherCAT과 SERCOS III는 통합 프레임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통신합

- EtherNet/IP는 네트워크를 통해 IEEE 1588 호환 시간 정보를 분배하

니다. 각 주기의 모든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링 토폴로

기 위해서 CIP Sync를 사용합니다.

실시간 이더넷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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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 통신
PROFINET(“프로세스 필드 네트워크”)는 다양한 타이밍 요구 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다른 성능 클래스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하드 실시간 성능을 위한 PROFINET IRT와 소프트 실시간 또는 no 실
시간 요구 사항을 위한 PROFINET RT로 구성됩니다. 이 기술은 지멘스
와 PROFIBUS 사용자 조직, PNO의 회원 조직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PROFIBUS DP에 이더넷 기반을 대신하는, PROFINET I/O는 컨트롤러
사이의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진단 및 네트워크의 레이아웃을
지정합니다.

작동 방법
다른 성능 클래스를 커버하기 위해, PROFINET은 생산자/소비자 원칙과
다양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방식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넷 프
로토콜을 통해 직접 전송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페이로드 데이터는 VLAN
우선화를 통해 이더넷 프레임에서 이동하는 반면, 진단 및 구성 데이터는

UDP/IP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그로 인해 시스템은 I/O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약 10ms 사이클 타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션 제어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1ms 이하의 클락-동기화 주기는

PROFINET IRT에 의해 제공되고, 이것은 특별 관리, 하드웨어 동기화
스위치 기반으로 시간 멀티 플렉스 모드를 구현합니다. 소위 Dynamic

Frame Packing (DFP)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특정 장치 세트를 위한
통합 프레임 원리를 사용하여 사이클 타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새롭게 디자
인된 다양한 PROFINET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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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LINK 통신
B&R에 의해 개발된 POWERLINK는 2001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더넷
POWERLINK 표준화 그룹(EPSG)과 함께 독립적인 사용자 단체는 2003
년부터 기술의 발전을 얻었습니다. POWERLINK는 완벽한 특허 무료, 벤
더 독립적 및 완전한 하드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
신 시스템입니다. 개방형 소스 버전은 2008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
다. CANopen의 전체 범위를 POWERLINK로 통합하고, IEEE 802.3
이더넷 표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프로토콜간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Many shared characteristics: CANopen and POWERLINK OSI model

선택의 분산을 허용하고, 핫 플러깅 능력과 모든 표준 이더넷 기능을 제공합

POWERLINK 사이클은 3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art Period”

니다.

동안 MN은 장치를 모두 동기화 시키기 위해 “SoC (Start of Cycle)” 프레
임을 모든 CN에 전송합니다. 지터는 20ns로 됩니다.

작동 방법

데이터 교환은 두 번째 기간(“순환 기간”)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최

POWERLINK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타임 슬롯 및 폴링 절차를

적화된 대역폭 사용을 위해 다중화 (Multiplexing)가 실시됩니다. 세 번째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PLC 또는 산업용 PC가 일명 Managing

주기는 비동기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며, 용량이 크고 시간이 그다지 중요치

Node (MN)에 지정됩니다. Managing Node에서는 모든 장치를 동기화

않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예를 들면 유저 데이터 또는

시키고 주기적인 데이터 통신을 제어하는 사이클 타임이 실행됩니다. 기타

TCP/IP 프레임은 여러 사이클의 비동기 단계에서 분산되어 전송됩니다.

모든 장치는 Controlled Node (CN)에서 작동됩니다. 한 클럭 사이클 동안,

POWERLINK는 실시간 도메인과 비 실시간 도메인을 구분하고 있습니

MN은 일명 “Poll Requests”를 혼합된 순서로 각 CN에 요청합니다. 이

다. 비동기 기간 중 데이터 전송은 표준 IP 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라

요청을 받은 모든 CN은 “Poll Response”로 즉시 응답을 하여 다른 노드

우터는 실시간 도메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분리시킵니다.

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POWERLINK는 I/O, 모션 제어, 로봇 공정, PLC 간의 통신 및 시각화 등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분야에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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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주요 기술

EtherNet/IP 통신
EtherNet/IP는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와 ODVA(Open
DeviceNet Vendors Association)가 공동 개발한 개방형 산업용 표준
으로 2000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Ethernet Industrial Protocol”은 본질적으로 CIP (Common Industrial

Protocol)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포트입니다. EtherNet/IP는 미국시장
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로크웰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동 방법
EtherNet/IP는 표준 이더넷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며, 데이터 전송에 TCP/

EtherNet/IP layer model

IP 및 UDP/IP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CIP 프로토콜에 의해 지원되는
생산자/소비자 기능으로 인해, EtherNet/IP에는 주기적 폴링, 시간 또는 이
벤트 트리거, 멀티캐스터 또는 단순한 점대점 연결과 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CIP 어플리케이션 프

결된 장치에서 데이터 충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로토콜은 환경설정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암시적인 입출력 메시지와 명시

EtherNet/IP는 사이클 타임이 10ms의 소프트 실시간 성능을 갖고 있습니

적인 질의/답변 텔레그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메시지는 TCP 프

다. CIP Sync 및 CIP 모션은 IEEE1588 표준에 명기된 분산된 클럭을 통

레임에 포함되는 반면, UDP의 프로토콜 포맷이 보다 컴팩트하고 오버헤드

한 정밀한 노드의 동기화로 서보 모터를 제어하기에 충분한 사이클 타임 및

가 적기 때문에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UDP를 통해 전송됩니다.

매우 작은 지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 토폴로지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는 스위치는 점대점 방식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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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CAT 통신
EtherCAT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 ”)은
Beckhoff Automation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기술의 모
든 사용자는 EtherCAT 기술 그룹(ETG)의 회원입니다.

작동 방법
EtherCAT은 통합 프레임 접근방법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EtherCAT

이브에 지시 데이터 및 작업 카운터를 포함합니다.

마스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더넷 프

최대 64 Kbytes로 구성된 주소 공간은 각 슬레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레임을 전송합니다. 프레임은 시퀀스의 모든 노드를 통과합니다. 중계기에

다. 자동 증가에 의한 결과 주소는, 각 슬레이브에 16 비트 주소 필드로 계산

마지막 노드가 도착하면, 프레임은 다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슬레이브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마스터에 의해 할당된 분산 주소를

노드는 한 방향으로 통과하는 프레임에 있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각 노드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는 즉시 주소 데이터에 다시 프레임을 삽입, 응답 데이터를 읽습니다. 100

Mbit/s의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ASIC 또는 FPGA 기반 하드

EtherCAT 프로세스 동기화

웨어는 데이터가 통과하는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EterCAT 네트워크의

모든 슬레이브 연결이 IEEE 1588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여 마스터에 의

토폴로지는 항상 논리적인 링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해 동기화되는 실시간 클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하고

심지어 확장되는 trunk 조차도 그 연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노드들과 체

까다로움 때문에 실시간 구조가 있고, 없는 슬레이브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

결되어, 실제 summation frame telegram이 브랜치 라인을 따라 위아래

간 클럭의 기본 제어 신호는 높은 정밀도와 동기화입니다. 물리적인 측면에

로 이동하는 two-way junction만을 추가하게 됩니다.

서, EtherCAT 프로토콜은 이더넷뿐만 아니라 LVDS도 실행됩니다. 이 표
준은 터미널의 내부 버스로 Beckhoff에서 사용됩니다. 표준 이더넷 인터페

EtherCAT 프레임의 구조

이스가 있는 PC는 일반적으로 EtherCAT과 마스터를 구현하는데 사용됩

1개의 노드 구조와 함께 모든 EtherCAT 텔레그램은 프레임의 페이로드 데

니다. POWERLINK 또는 PROFINET 같은 다른 프로토콜과 대조적으로,

이터 영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각 EtherCAT 프레임은 하나의 헤더

EtherCAT 은 전적으로 7 계층으로 된 OSI 모델에서 1~3 계층을 통해 확

및 몇 개의 EtherCAT 명령으로 존재합니다. 이들 각각은 자신의 헤더 슬레

장됩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 비교 응용 프로그램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프로토콜 계층(CoE, EoE)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EtherCAT principle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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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주요 기술

SERCOS III 통신
디지털 드라이브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통신
표준, SERCOS III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하드웨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구조 및 프로파일 정의의 광범위한 범위도 지정합니다. 1985년 시
장에 처음 출시된 Sercos Interface의 3세대인 SERCOS III의 경우, 표
준 이더넷이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됩니다. 이 통신 시스템은 주로 모
션 컨트롤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 협회 sercos

International e.v.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 준수를 보장
합니다.

작동 방법
SERCOS III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측 모두에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SERCOS III 하드웨어로 인해 모든 통신 태스크를 주관하는 호스트

CPU의 부하가 경감되며, 또한 실시간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하드웨어
기반의 동기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드웨어는 절대적으로 슬레이

The specific Master/Slave communications controller for
SERCOS technology is known as SERCON.

브에 필요한 반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마스터에도 가능합니다. SERCOS
사용자 협회에서는 FPGA 기반의 SERCOS III 하드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가면서 통과합니다, 즉, 한 사이클에서 두 번씩 전송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위해 SERCOS III IP Cor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RCOS III는 통합

장치들은 한 통신 사이클 내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

프레임 전송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노드에는 데이지 체인이나

문에, 이 데이터는 마스터를 경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폐쇄 링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통신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전
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장치를 통과하는 도중 처리됩니다. 이

충돌없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예비 대역폭과 함께 타임 슬롯을 사용

더넷 연결의 전이중 기능으로 인해, 데이지 체인은 실제 한 개의 링을 포기

하는 실시간 채널 외에, SERCOS III는 비 실시간 채널도 선택으로 제공하

하는 대신 링 토폴로지가 데이터 전송 이중화를 허용하는 더블 링이 생성됩

고 있습니다. 노드는 통신 사이클 초기에서 첫 번째 실시간 전송으로부터 정

니다.

확히 하드웨어 레벨에서 동기화 됩니다. 이 목적으로 마스터 동기화 전송이

직접적인 크로스 트래픽은 모든 노드에 있는 두 개의 통신 포트가 활성화됩

첫 번째 텔레그램에 포함됩니다. 동기화 옵셋을 100ns이하로 유지하면서,

니다: 데이지 체인 및 링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전송은 각각의 노드를 오고

하드웨어 기반의 절차는 이더넷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런타임 변화를 보상
합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서로 다른 사이클 클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완벽히 동기화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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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사용자 독립성은 시스템의 전체 평가에서 또 다른 핵심 측면입니다. 사용자

POWERLINK – EPSG

자신의 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권리 및 특허에 관한 모든 미해결

이더넷 POWERLINK 표준화 그룹  (EPSG)은 드라이브 및 자동화 분야에

이슈가 시스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후에 불편을 초래

서 기업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룹의 목표는 표

하는 법적인 함정들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는 작성자 및 사용자 조직에

준화 및 2001년에 B&R에 의해 도입된 POWERLINK 프로토콜의 지속적

대한 면밀한 관찰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인 개발입니다. EPSG는 CAN 자동화 또는 IEC와 같은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EPSG는 스위스 민법에 따라 설립 등록된 협회입니다.
www.ethernet-powerlink.org

EtherNet/IP - ODVA
ODVA는 모든 DeviceNet 및 EtherNet/IP 사용자의 조합입니다. 조직은
이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필드버스의 지속

PROFINET - PI
PROFIBUS 및 PROFINET International (PI)은 사용자 그룹 PNO를
포함한 25개의 PROFIBUS 및 PROFINET 지역 협회를 위한 국제보호협
회입니다. (사용자 그룹 PNO는 PROFIBUS Nutzerorganisation e.V.
의 약자) 이 협회에서는 합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멤버들 및 다른 관련 조
직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PROFIBUS 및 PROFINET 제품 승인을 위한 인증 센터는 이들 사무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996년 4월 24일에 채택된 조직의 정관은 의무와 책
임을 지정합니다.
회원은 장비 업체, 사용자,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PROFIBUS 또는

PROFINET 네트워크의 운영자를 지원하고, 모든 회사, 협회 및 학회에 개
방되어 있습니다.
www.profib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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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조직의 활동 중 한 주요점은 CIP 프로
토콜과 다른 프로토콜의 개발과 전파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이 기술을 적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그룹  (SIG)에 가입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초대됩니다. ODVA는 적극적으로 다른 표준화 기관 및 업계 컨
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칙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www.odva.org

시스템 비교:

5개의 주요 기술

EtherCAT – ETG

SERCOS III - sercos International e.V.

EtherCAT 기술 그룹은 공동 사용자, OEM 업체, 기계 공급 업체 및 기타

Sercos International e.V. (SI)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법원 레지

자동화 공급 업체에 의해 설립된 포럼입니다. 그룹의 목적은 EtherCAT의

스트리로 협회 등록되었습니다. 협회의 회원은 기계 업체, 연구 기관 및 기타

개방형 기술의 장점을 전파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인

단체뿐만 아니라 제어 시스템, 드라이브 및 기타 자동화의 사용자와 제조업

증 연구소는 본사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사용에 대한 모든 계약

체입니다. 북미와 아시아에 지사들도 있습니다. Stuttgart 대학 인증 연구소

은 Beckhoff Automation과 직접해야만 합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본사

는 조직의 본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를 둔 ETG (EtherCAT Technology Group)는 독일 민법상 비등록 클럽

www.sercos.org

즉, “nicht eingetragener Verein”입니다.
www.etherc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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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권리 및 라이선스
어떤 것이 다양한 사용자 조직의 법적인 상태입니까?
누가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라이선스 제도에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EtherCAT Technology Group :
비등록 클럽으로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협회와
개인 파트너쉽 사이의 효과적인 혼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에서 기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공동 소유
자로서, 회원들은 그것의 사용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
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면, 미래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게 남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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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G의 회원은 무료입니다. 비용은 다른 모든 조직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기
부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회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OWERLINK와
SERCOS 사용자 단체는 비회원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허용합

PROFINET : PROFIBUS 사용자 조직 (PNO)는 자사의 회원 PROFINET 구현

니다.

(PROFINET 런타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
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 1.5는 PNO 회원에게 5개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POWERLINK : POWERLINK 마스터와 슬레이브 코드는 BSD 오픈 소스 라이선
스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SAFETY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SourceForge.ne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herNet/IP : 스택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소
스 변형은 대학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EtherCAT : 슬레이브 구현은 반드시 ASIC 또는 FPGA가 필요합니다. VHDL이나
통신 메커니즘은 SERCOS III 및 EtherCAT에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슬레이브의

FPGA를 위한 IP코드를 Beckhoff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한

내부는 비공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ASIC 또는 FPGA에 의존해야

소스코드는 없습니다. ETG는 마스터 측에 대한 샘플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특허

합니다. Beckhoff 에서 제공하는 FPGA IP 코드는 오브젝트 코드로 EtherCAT을

소유자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는 오픈 소

사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스로 할 수 없습니다.*

SERCOS III : LGPL 라이선스하에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Slave를 위한 ASICs 또는 FPGA 코드는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Source: Open Source Automation Development Lab (www.osad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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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성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인 생존력 영향과 관련된 하나의 이슈로 개방

유연한 케이블링 토폴로지

성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술적, 전략적 고려는 오랜 기간

EtherCAT과 및 SERCOS III 네트워크는 항상 논리적 링을 구성합니다.

동안 안전한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링은 물리적으로 마스터에서는 닫혀있고, 또는 데이지 체인에서는 그 물
리적 라인의 마지막 노드에서 내부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EtherCAT은 특

기존 응용 프로그램 프로파일과의 호환성

별한 교차점을 통해 트렁크가 확장되도록 하지만, 전 프레임은 측면 네트워
크 라인과 같이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로서 그 네트워크는 논
리적인 링을 의미합니다.

EMC의 민감도/전송의 신뢰성
통합 프레임 프로토콜은 하나의 프레임 프로토콜보다 간섭에 더 민감합니다.
프레임이 파괴되는 경우 통합 프레임 프로토콜은 항상 전체 사이클을 잃게
됩니다.

높은 유용성
그 두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SERCOS III 는 실제로 이러한 비교에서

EtherCAT보다 5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기접점
하나의 특별한 EtherCAT 기능은 내부 I/O 터미널 버스를 통해 모든 통신
경로로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 특징과 연관된 성능의 우수성은
증가되는 간섭(접촉 및 EMC) 민감성으로 인한 안전 위험성으로 인해 차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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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LINK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마스터 및 케이블 이중화
사양에 포함됩니다.

PROFINET 및 EtherNet/IP는 특별한 스위치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
을 구현 가능합니다.

시스템 비교:

5개의 주요 기술

핫 플러깅 기능

국제 표준의 지원

POWERLINK, EtherNet/IP 및 PROFINET은 사용자에게 핫 플러깅 기

IEC 61158 국제 표준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제약은 의무적으로 링 토폴로지로 인해 SERCOS

(“Types ”라고 함)을 표준화합니다. IEC 61784-2 는 통신 프로파일 군

III와 EtherCAT에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링 토폴로지에서, SERCOS III

(“CPF” 라고 함)을 표준화합니다. GB 표준은 중국 표준화 기관(SAC)에서

는 네트워크의 단일 노드의 테이킹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두 인접한 노드는

작성하고 발행한 National Chinese Standards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TX와 RX 라인을 닫습니다. 노드는 마스터의 다른 곳 또는 한쪽으로부터 도

산업에 유효합니다. GB/Z는 국가 기술 안내서를 뜻하며 이는 정보를 주기

달할 수 있습니다.

위한 것이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GB/T는 통신 기술에 대한 가장 높

EtherCAT 은 일부 핫 플러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EtherCAT 슬레이브 컨

은 공인된 표준화 레벨입니다. 중국 권장 산업 표준으로서, GB/T는 몇 가지

트롤러에서 오픈된 포트는 링크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하

요구조건에 반드시 부합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개방형 기술이어야 하고 세

지만, EtherCAT의 분산 클락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야 하며 표준 기술 이어야 합니다. 특정 나라나 회사

재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링(EtherCAT과 SERCOS III)을 기반하는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 토폴
로지의 한계는 핫 플러깅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핫 플러그 모듈은 데이지 체인
(SERCOS III)의 한쪽 끝에 연결될 수 있고, 분산 클락은 노드 실패 후 재 동기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가비트 준비성
EtherNet/IP와 POWERLINK는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에 따라,

시장 출시

이 프로토콜은 기가비트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herCAT

ERTEC 기술에 기반한 IRT 제품은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은 기가비트로 확장 가능하지만, ASIC의 재구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 그럼에도 DFP(Dynamic Frame Packing) 기능의 도입과 피닉스컨

PROFINET IRT도 특히, 스위치에 관한 하드웨어의 일부 재구성이 요구됩

택트에서 제공하는 Tiger 칩과 같은 접속에서의 차세대 ASIC에서는 현재

니다. FPGA 솔루션은 기가비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의 IRT 솔루션의 미래 호환성에 대한 의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sercos International은 그들의 IP 코어가 이미 기가비트에 기반하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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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사이클 타임
시스템의 성능은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사이클 타임에 집중하고, 강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최소 가능한 사이클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출처 : IEEE 802.3에서 정의된 프레임 메이크업
(0.96 μs의 프레임 간 간격은 5.1 μs의 상단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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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교:

5개의 주요 기술

따라서, 마스터는 다른 노드를 통과하지 않는 자신에게 프레임 주소를 보낼

시스템의 통신 아키텍처

경우, 프레임은 122㎲ 경과한 후에 마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최
대 길이 이더넷 프레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한 빨리 데이터가 접근하고 프레임의 일부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CRC 바이트는 프레임의 끝 부분
에 도착하는 마지막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PHY, 케이블, 이더넷 포트로 인
한 지연, 마스터내의 내부 데이터 전송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군
다나 일단 마스터에서 신호가 떠나면, 네트워크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
(5ns/m)과 슬레이브내의 처리시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이렉트 크로스 트래픽
다이렉트 크로스 트래픽은 특히 실시간 요소를 요청할 경우 중요한 이점을

시스템의 미래 확장 및 가능한 미래의 요구 사항은 중앙 또는 분산 아키텍처

제공합니다: 신속한 드라이브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축들이 쉽고 정확한 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제어 루

밀도로 동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위치값들이 마스터를 거치지 않고

프의 분산 처리의 장점은 기본 사이클 시간에 효과가 없는 노드를 추가하고

직접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부하를 낮추고, 데이터 (예

즉, 전체적인 컨셉으로 기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 모니터링 또는

를 들어 축의 실제 각도 위치)가 현 사이클 내에서 모든 관련 노드에서 가용

통합 Safety 기술과 같은 추가 기능은 매우 많은 데이터의 낮은 볼륨에 종

함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먼저 마스터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한 사

속하고, 중앙 아키텍처에 비해 제어 컨셉에 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클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전체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됩니다.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래에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설정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특히 드라이브 응용프로그램에서 500㎲ 아래에 사이클 타
임을 위한 제어 루프의 분산처리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POWERLINK 및 SERCOS III에서 direct cross-traffic은 배타적 슬레이브 기능
을 가진 모듈의 특징이고, 반면에 EtherNet/IP는 스캐너 기능을 가진 모듈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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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실제 사이클 타임

큰 볼륨의 프로세스 데이터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에서 노드 통과 시간이

summation frame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각 컨트롤러를 두 번 통과해야

주로 전체 사이클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데이터 우선 순위결정은

합니다. 신호가 여러 노드를 통과하는 경우, 총 전송 시간은 갈 길을 만들면

사이클 타임을 줄여줍니다. 우선순위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우선순

서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인용되었던

위가 높은 데이터를 사이클당 한 번 읽고, 낮은 우선순위 데이터는 매 n번째

원래 성능 데이터는 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려해야

사이클에 폴링합니다.

할 또 다른 점은, 성능이 구현 스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응용프로그
램에 사용된 실제 제어 시스템의 작업 클래스입니다.

POWERLINK, EtherNet/IP 및 PROFINET에서, 가변 사이클 타임은 프로토콜
스펙에 명확히 성립되었습니다. SERCOS III는 최근에 이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EtherCAT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솔루션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지터
네트워크의 품질 제어가 최소한의 지터 (클럭 편차)를 보장하고 신호지

Safety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부하

연을 매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노드는 이 끝까

Safety over Ethernet은 Safety 노드 (비상정지 스위치, Safety 컨트

지 가능한한 정확히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서로 경쟁적인 이더넷 변형 방

롤러와 함께 드라이브) 사이의 데이터 보호의 주기적 교환을 기반으로 합니

식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EtherCAT은

다. 이 과정에서 safeguard 절차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

ESC (EtherCAT Slave Controller) 내부의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되

는 안전한 “컨테이너”내에 데이터 복제 및 포장과 관련합니다. summation

는 분산 클락의 원리를 사용하지만, 동기화는 POWERLINK 네트워크에서

frame 방식의 솔루션 사용은 프레임 카운터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반면

간단한 동기화 신호(SoC)를 통해 수행됩니다.

에 single frame 방식은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각 프레임의 데이터 볼륨을
증가시킵니다. 대체로, summation frame 방식의 이론적 성능 우수성은
상쇄됩니다.

EtherCAT, POWERLINK 및 SERCOS III는 항상 지터(<100㎱)없이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에서 지터는 모든 구성요소에서 특별한
IEEE 1588 확장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감소된 지터는 PROFINET IRT 어플리
케이션에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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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테스트
실제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로, POWERLINK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EtherCAT 보다 빠

어려운 노력으로 증명됩니다  :

릅니다.

EtherNet/IP 및 PROFINET RT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

EtherCAT은 매우 낮은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과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

스템은 소프트 실시간 요구사항에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PROFINET

어 있습니다. 큰 데이터 부하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EtherCAT 환경에서 사

IRT는 그 필수적인 스위치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측정의 직접적

이클 시간의 과도한 상승이 있습니다. 분산 아키텍처 (분산 모션 제어 등)가

인 비교를 복잡하게 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로 연결됩니다.

구현되어 있다면, EtherCAT은 직접적인 크로스 트래픽의 부족 (양방향)으

아래의 값은 발표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로 인해 가능한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EtherCAT의 직접적인 I/O
통합은 결과적으로 낮은 샘플링 속도 (I/O 시스템)를 가져오고, 이는 신호가

테스트 시나리오
1.	마스터 및 33 I/O 모듈(64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 136)을 포함하는 작
은 기계  ;

2.	각 33개의 모듈을 통해 마스터와 12 이더넷 슬레이브를 가진 I/O 시스
템(총 2000 디지털 및 500 아날로그 채널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고려됩
니다) ;

3. 24축 모션 제어 네트워크 그리고 110 디지털 및 30 아날로그 I/O를 가
진 하나의 I/O 스테이션.

I/O를 통과하는 시간이 도달 사이클 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
니다. POWERLINK 및 SERCOS III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Prytz (2008)1의 출간물이 EtherCAT과 관련된 계산에 참고자료로 사용되
었습니다. 신호의 EtherCAT ACIS 통과지연은 측정에 의해 다시 검증되
었습니다. POWERLINK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과의 응용프로그램이 실제
측정을 위해 설치하고,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숫자를
재확인하였습니다.

SERCOS III에 대해서는 어떤 테스트 및 계산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러나 SERCOS III는 POWERLINK와 유사한 성능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EtherCAT보다 더 빠르게 동작합니다.

1	G . Prytz, EFTA 회의 2008 , EtherCAT 및
PROFINET IRT의 성능 분석. EtherCAT 기술
그룹의 웹 사이트에서 참조. www.ethercat.org.
마지막 액세스: 2011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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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구현 비용은 개발 비용, 라이선스 비용, 하드웨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코드 가용성 (하드웨어 구현의 경우 프로그램 또는 VHDL)은 여기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구현

1

1	오픈 소스 마스터는 없고, 응용성을 보장하지 않는 오직 샘플 코드만.
모든 프로토콜은 표준 이더넷 칩에 마스터의 소프트웨어 구현만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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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요소들에 대한 비용들
외부 장비 = 외부 스위치 또는 허브
내부 멀티포트 = 주로 데이지 체인과 링 토폴로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기기에 통합된 포트

1

2

1E
 therCAT은 스타나 트리 토폴로지를 위한 특별한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요구됩니다.
2B
 eckhoff ET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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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구현
EtherCAT , SERCOS III 와 PROFINET IRT 는 슬레이브가 요구되

한 매력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레이어 2 기능을 (허브, 스위치) 통합하여

는 하드웨어 솔루션에서 실행되는 버스 프로토콜입니다. POWERLINK,

pre-assembled components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therNet/IP와 PROFINET IRT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러나 사용자는 모든 코드에 대해 프로토콜이 가지는 영향력의 복잡성, 나

솔루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비용이 스택에 대한

아가 요구되는 로직 블록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L2 기능은 이 숫자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좀 더 고가의 컨트롤러에

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충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솔루션의 경우 사용자

스위치는 허브보다 더 많은 블록이 필요하고, 복잡 관리형 스위치는 많은 수

는 FPGA 또는 ASIC 기반의 통신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

의 논리 블록을 요구합니다. POWERLINK는 가장 단순한 실시간 이더넷

다. 대체로 FPGAs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사용됩니다.

솔루션입니다. 또한, POWERLINK는 자사의 네트워크 레이아웃에 있는 허
브에 의존하고, 이 프로토콜은 오직 적은 수의 논리 블록만 요구되기 때문에,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자

작은 FPGA에 적합합니다.

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집적 회로입니다. 이것은 소위 로직블록이라고 부
르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요소 및 구성 요소 회로에 대한 계층구조로 되

반면에 EtherCAT과 SERCOS III는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 많은 로직 블

어 있습니다. ASICs이 실행 할 수 있는 모든 로직 기능도 FPGA로 구현

록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시운전하기 전에 사용자 정의될 수 있습니다. ASIC
에 비해 FPGA에 대한 일회성 (견본) 개발 비용이 낮습니다. FPGA는 적
은 비용, 높은 성능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으로 산업용 이더넷 솔루션을 위

다른 실시간 이더넷 환경에서 노드 연결 비용
노드당 연결 비용은 아래의 하드웨어에 대한 실행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소
프트웨어 스택 등에 대한 잠재적으로 가지는 라이선스 비용들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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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
운영 비용은 주로 유지보수 비용과 네트워크 관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EtherNet/IP의 CIP Sync와 PROFINET IRT와 같은 기술들은 매
우 복잡하고, 관리형 스위치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
다. 더욱이 관리형 스위치는 네트워크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
우 시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위치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솔
루션에서 사용하는 동기화 기술은 실시간 통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
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인용한 수치는 다른 산업용 이더넷 솔루션을 통한 수행경험을 가
진 다양한 제조업체의 의견으로부터 피드백 되었습니다. 몇몇 수치는 산업자동화 잡
지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PHY (2 X 1.1$)에 대한 비용은 모든 프로

POWERLINK 및 SERCOS III는 마스터 관리를 통한 동기화를 보장하며

토콜에 대해 같은 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했습니다. 커넥터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노

매우 정확하고 에러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PROFINET IRT 및 CIP

드당 비용예상은 년당 1000 유닛 단위입니다.

Sync의 EtherNet/IP는 IEEE 1588을 준수하며 동기화 메커니즘에 따라

PROFINET : ERTEC200 ASIC 과 함께 솔루션을 반영하여 계산했습니다. 향

달라집니다. 훨씬 더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의 결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후 구현은 피닉스 컨택트에 의해 개발된 TPS1 칩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어의 원인이 동기화 오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각별히 장치가 격리되어 있

다. 이 경우 비용은 EtherCAT과 비교할만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야 합니다

POWERLINK의 가격 수준은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POWERLINK : FPGA 기반 솔루션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RAM 및 플래시

핫 플러깅과 같은 기능 ― 즉 동작중인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메모리 비용은 포함되었습니다.

옵션은 ―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herNet/IP : EtherNet/IP는 전형적인 FPGA 솔루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실시간 기능에 어떠한 손상 없이 교체 장비의 업데이트나 구

EtherCAT : 가장 싼 2개의 이더넷 포트를 가진 (ET1100) EtherCAT ASIC 솔루

성이 가능합니다.

션을 기초로 계산하였습니다. FPGAs를 위한 솔루션은 매우 많이 비쌉니다 ; 실시간
클럭과 동기화 솔루션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SERCOS III : SERCOS III의 수치는 대표적인 FPGA 솔루션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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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기능
지난 10년에 걸쳐 생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증가해왔습니다. 유

새로운 표준은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는 새로운 기계의

럽연합이 2006/42/EC Machinery Directive (기계류에 대한 지침)를 도

필요성을 갖게 했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safety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하였

입함에 따라, 기계 및 플랜트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

습니다. 다수의 새롭고 혁신적인 safety 제품들 덕분에, 그들은 safety 솔

습니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작업자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

루션의 개념적 설계를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 또한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하고, 기계 자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설계가 필요하게

이상 비상정지로 기계의 모든 파트를 불안정하게 멈추게 하는 것만이 safe

되었습니다.

reaction이 아닙니다. 안전 제한 속도에서 지속적인 작동과 같은 Smart
safe reaction은 기계의 최고 속도로 다시 되돌리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경우에 필요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그것은 작업자와 기계간에 보다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
니다.

하드와이어 대신 통합된 네트워크
기존의 safety 장비는 전용 스위칭 회로에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대부
분 로직은 완전한 하드웨어에 맞춰집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 이 방법을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갈수록 많은 기계 제조업체들이 통합 safety
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afety 관련 데이터 교환을 위해 기존
의 필드버스를 사용하여 safe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컨트롤 하드웨어와 I/O
모듈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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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오래된 방법들이 오히려 비용적으로 덜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afety 솔루션 전체가 보여지지 않았다면, 하드웨어 컴포
넌트의 저렴한 구매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의 비상정지 버튼보다 쉬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통합 네트워크

safety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컴포넌트의 갯수뿐만 아
니라 케이블링을 줄이고 구성, 파라미터 세팅과 함께 배선을 교체하여 safe
로직 디자인의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러에 대한 진단이 매우
간단해지고, 중앙 데이터 저장소와 결합하여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공장
과 기계들의 최대 가용성은 통합 네트워크 safety 기술에 의해 제공됩니다.

작동 방법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safety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는 카
운터, 타이머 또는 속도 모니터링과 같은 펑션 블록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전
용 safety 컨트롤러에서 실행시킴으로써, 기존의 hard-wired safety 회
로를 대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safety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safety 어플리케이션과 표준 I/O 모듈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기존
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safety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개별적인 케이블
링의 교체가 가능하고 이것은 비용과 safety 설치의 복잡성을 상당히 최소
화 시켜줍니다. 기존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 레이아
웃 및 옵션은 전용 safety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라이

-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되는 safety 센서.
- 컴포넌트 정보의 직접적인 판독.
-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자동화 컴포넌트 파라미터 세팅을 통한 유지보수의
간편화.

프 사이클 동안 기존의 공장과 기계들의 수정뿐만 아니라 safety 어플리케
이션 설계의 유연성과 독자성을 향상 시킵니다. 게다가, 진단 신호들은 추가
적인 하드웨어 없이도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safety의 사용은
엔지니어링 속도를 높이고 시장 출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킵니다.

- 런타임 중 파라미터 세팅을 통한 보다 안전한 운영모드 전환.
- 제거된 릴레이로부터 발생되는 대기 시간과 그에 따른 응답시간의 감소.
- 네트워크 구조와 safe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원되는 모듈화된 설계.
- 광범위한 진단으로 유용성 향상.
- 컴포넌트 수량 및 배선의 감소.
- 더욱 다양한 safety 기능들 (안전한 작동 정지, 안전한 제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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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Channel 원리
Safety 필드 네트워크

표준 버스 또는 네트워크 라인을 통한 safety 데이터 전송

safety 필드버스들은 공장이나 기계의 컴포넌트 설치를 간소화 시켜줍니다.

Black Channel Principle은 동일 네트워크 또는 버스 라인을 통해 전혀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케이블이 필요한데 하나는 전원, 또 하나는 통신을

문제없이 표준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라인에 사용되는 주기적

위한 것입니다. 센서들은 safety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

인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에서 독립된 safety 컴포넌트들은 근본적인 네트워

단 신호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하드

크 채널에서 분리된 안전한 프로토콜 터널링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웨어 컴포넌트가 감소합니다.

습니다. 안전한 필드버스들은 물리적 특성 없이 순수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
콜이며 사용 가능한 대역폭과 사이클 타임은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

Black Channel Principle을 사용함으로써, safety 관련 데이터와 진단

콜에 의존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전송 에러들은 관련 규격 IEC61784-3과

정보는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교환됩니다. 이것은 더 빠른 응답을 가

IEC61508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 방지는 safety 데이터 전송

능하게 합니다. 센서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라미터 설정과 구성에 대한

프로토콜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되는 전송 에러

정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작동 모드로 변경될 경우, 센서에 최적화된 파라미

감지의 수준은 도달해야 하는 safety 레벨에 달려 있습니다.

터 설정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에러 발생 후 컴포넌트가 교체될 경우에는
그 장치에서 디바이스로 파라미터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고 다운타임은 감소시킵니다.

Black-Channe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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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ystem 작동
CIP Safety
“CIP Safety” 프로토콜은 EtherNet/IP 또는 DeviceNet을 통한 safety

CRC (Cyclic Redundancy Check) 계산을 위해서, CIP Safety 프로

데이터 전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CIP (Common Industrial

토콜은 8비트부터 32비트 CRC까지에 이르는 5가지의 다른 포맷을 사용합

Protocol) service를 기초로 사용함으로써, CIP Safety 프로토콜은 타겟

니다. 이것은 데이터 사이즈가 체크섬 계산 범위에 들어야 하고, 1 또는 2 바

(target)으로 불립니다. 생산자와 고객간의 safe time 동기화는 순차적인

이트인지, 3 ~254 바이트 사이인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Unique Node

모니터링에 달려있습니다.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노드 간의 동기

Identifier” (UNID)는 safe 노드의 고유 식별을 위해 사용되며, 네트워크

화와 safe 메시지의 시작 시간은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

ID와 MAC 주소와 같은 노드 주소의 조합입니다. 그것은 DIP 스위치를 사

다. 이러한 방법들로 처리된 데이터는 최신 상태를 보장합니다. Safe 데이터

용하여 수동적으로 설정되거나 소프트웨어 구성을 통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의 전송을 위해 “Safety Validator Objects”가 사용되며, CIP Safety 네

상승 단계에서 설계자는 네트워크에서 설정된 UNID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트워크 상에서 완전한 상태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보장합니다. 이러한 객체들

게다가 timeout delay, ping interval, 또는 최대 노드 수와 같은 파라미

역시 safety 통신과 필드버스 또는 사용되는 네트워크 간의 연결로 구성되

터들은 Safety Configuration Tool (SNCT)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프로토콜은 단일 전송 또는 멀티캐스트 연
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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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safe
PROFIsafe는 safety 텔레그램의 전송을 위해 “Master-Slave” 메커니즘

주소 (Unique Codename ) 들이 자동으로 F-Device 로 전달 될지라도,

을 사용합니다.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F-Host”라고 불리며, “F-Devices”

타깃 주소들은 DIP 스위치를 통해 디바이스에서 직접 조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불리는 모든 구성된 슬레이브와 safety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교

F-Device 는 “GSD ” (General Station Description )를 통한 F-

환합니다. 각 F-Device는 F-Host와 F-Slave 사이에서 “Safety PDUs”

Parameter의 전송과 I-Parameter (individual F-Device Parameter)

(Protocol Data Unit)라고 불리는 safe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 전송을 통해 그것의 configuration을 받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

F-Driver를 가지고 있습니다. PDUs의 CRC 계산은 전달되는 메시지 크기

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여 PROFIsafe Device로 전송될 수

에 좌우되는데, 12 byte 까지의 “slim PDU”이고 123 byte까지의 “long

있고 iPar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Par 서버는 “CPD-

PDU” 사이에서 식별됩니다. CRC23이 slim PDU 계산에 사용되는 반면,

Tool”(Collaborative product design) 엔지니어링 툴에 통합되어 있습

CRC 32는 long PDU 계산에 사용됩니다. 텔레그램이 올바른 순서로 도

니다. 제품 설계자에게 이것은 F-Device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착했는지 알아내기 위한 메시지 수신자로써, PROFIsafe는 safety 텔레그

GSD 파일이 생성되어야 하고 CPD-Tool로의 인터페이스는 각 제품마다

램을 위해 연속적인 번호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텔레그램을 받으면 리셋되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는 허용 오차 시간(F-Watchdog Time)의 모니터링은 항상 현재 유효한 텔
레그램들이 읽힐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위 F-Parameter (PROFIsafe

parameters) 들은 F-Host와 F-Device 사이의 고유 식별자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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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AFETY
OpenSAFETY는 필드버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safety 관련 데이터 전

openSAFETY Object Dictionary (SOD)는 Safety Service Data

송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더넷 기반이든 아니든, 모든 필드

Objects (SSDO)를 사용하여 safety 노드로 전송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합니다. 노드 설정과 부팅 단계가 완료되면 생산자(Master)와 소비자
(Slave) 사이에서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Safety-critical 프

safety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생산자(Master)  -  소비자(Slave) 모델이 사

로세스 데이터 전송을 위해, Safety Process Data Objects (SPDO)

용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openSAFETY 네트워크의 모든 소비자들이

를 사용합니다. openSAFETY 프레임은 두 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

생산자(Master)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8 byte까지의 페이로드는 CRC 8을 사용하고

openSAFETY 노드는 고유한 UDID (openSAFETY unique Device

9 ~ 254 byte까지의 페이로드에 대해서는 CRC 16을 사용하여 safety

Identification )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MAC 어드레스와 제

데이터를 최대 254 byte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조업체의 장치 번호의 조합입니다. 부팅 과정에서 Safety Network

Management (SNMT )는 대체된 장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장치 타

openSAFETY는 매우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openSAFETY

입과 UDID 를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Safety

Domain(SD)에 최대 1023개까지의 safe 노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Nodes (SN)에 자동적으로 전송됩니다. SNMT는 Safety Configuration

것들은 SCM에 의해 주소화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스위치는 필요

Manager (SCM)와 통합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른 통신

하지 않습니다. openSAFETY 네트워크의 최대 설정 수는 백만개 이상의

프로토콜에 비유하자면, SCM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

safe 노드와 함께 총 1023개의 openSAFETY Domain이 될 수 있습니

하는 openSAFETY 마스터로써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 각 도메인 사이의 통신은 openSAFETY Domain Gateway (SDG)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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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oE
Fail safe over EtherCAT (FSoE) 은 FSoE 마스터와 FSoE 슬레이브

든 메시지마다 0부터 65535까지의 “시퀀스 번호”(Sequence Number)

를 사용하여 EtherCAT을 통한 safety 데이터를 위한 전송 방식입니다. 각

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현재 유효한 메시지만 처리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개

FSoE 사이클에서, 마스터는 Safety PDU(Protocol Data Unit)를 슬레

별 장치의 어드레싱은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설정함으로써 고

이브로 보내는 동시에 감시 타이머를 실행시킵니다. 슬레이브는 마스터로 데

유한 노드 번호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각 FSoE 마스터는 “FSoE Slave

이터를 돌려보내기 전에 수신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슬

Handler”를 통해 슬레이브와 통신하는 “FSoE Master Handler”를 포

레이브 역시 감시 타이머를 실행시킵니다. 슬레이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함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마스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추가적인 “FSoE

마스터는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 후에 감시 타이머를 정지시킵니다. 이 사이

Slave Handler”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마스터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클이 완료되면 비로소 마스터는 새로운 Safety PDU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해줍니다. 전송하는 PDU를 보호하기 위해, Safety Data의 2 byte 마다

메커니즘 때문에 safe 통신은 항상 하드웨어와 사용된 토폴로지에 좌우됩

CRC 16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10 byte 전송을 위해 CRC 16이 5번 적

니다.

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주소 관계는 “FSoE-Connection ”이라고

이와 같은 파라미터 설정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프로세스는

부릅니다. 이것은 고유한 Connection ID 로 특징지어집니다. 16 bit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Connection-ID는 마스터에 의해 각각의 슬레이브로 전송됩니다. 사용자

FSoE 사양에는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세부사항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개별

들은 각 슬레이브에 고유한 ID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램프

FSoE 슬레이브가 올바른 파라미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 (ramp-up) 시퀀스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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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safety 시스템 비교
인증

Technology 기술

일반적으로 모든 다양한 통합 safety 기술은 safety 요구사항을 똑같이 충족시킵니
다. 그것들은 IEC61784-3 표준과 SIL3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Black Channel”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safety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은 컴포
넌트 제조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차이는 문제 해결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기술 통합이 수월하다는 것
입니다.

Safety 장치 설계에서 기술에 대한 고려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Safety 프레임의
복잡함에 따라 그 구성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멀티 캐스트 메시지 지원은 빠른 응답 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과 필요한 바닥 면적 감소를 위한 전체적인 공장 또는 기계 설
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또는 장비 교체 후, safety 슬레이브는 safety 마스터에 의해 자동적으
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터페이스는 장치가 서로 다른 마스터들에 의해 구성
될 수 있도록 고유하고 특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PROFIsafe를 위한 iPar-서버가 개발되었습니다. 과거 시장에서 이것의 상호 운용
성 상태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가 아닌 마스터의 제조업체에서 구성 데
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4월, sercos International (SI) 사용자 그룹은 SERCOS III에서 CIP
safety를 위한 Safe Motion Profile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셔가
openSAFETY 기술은 SIL3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Probability of failure on

발행될 때까지, CIP safety에 기반을 둔 Safe Motion Profile은 불가능해 보였습

demand (PFD) 를 포함한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SIL4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

니다. FSoE는 캡슐화된 safe 데이터를 safe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한 safe

습니다.

파라미터 표시 채널을 제공하지만, safe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의 주소지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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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다른 제조업체의 safety 제품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모든 스택의 호
환성은 필수적입니다.

openSAFETY의 개방형 소스 전략은 스택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장치 제조업체들에게 독립성 및 구현 비용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모든 라이

Safety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는 고유의 ID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라미

선스 비용, 소프트웨어 스택, 적합성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한 모든 비용을 비교하여 감

터 설정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 지정은 자동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합니다. 각 기술의 복잡성과 구현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와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

PROFIsafe와 FSoE 프로토콜은 각 safety 장치에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으

지입니다.

로 주소 설정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컨트롤 케비넷에서 safety 장치의 설치를 더욱

PROFIsafe와 FSoE는 사용자 그룹의 프로토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지보수 중 파라미터 설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주소

문에 여러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드버스들이 조합되어 있다면, 몇 개의

지정의 형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컴포넌트들이 자동적으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safety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다. CIP Safety는 Black Channel 내에서 전용

하드웨어 스위치를 사용하여 모듈형 기계의 컨셉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CIP Abstraction Layer 구현 엔지니어링 노력이 증가됩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

생산자(Master), 소비자(Slave) 원리에 따라, openSAFETY는 direct cross 통신

면 FSoE 슬레이브는 개발 중에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인증된 FSoE 슬레이브 스택
은 없습니다. 이것은 장치에 safety 기술 구현을 위한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반응을 합니다. PROFIsafe와 FSoE의 경우와 같이
마스터를 통한 모든 safety 메시지의 루팅은 사이클 타임을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safe reaction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손실됩니다.
CIP Safety는 cross-traffic을 지원하기 위해 originator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슬레이브 (타깃) 사이의 cross-traffic은 불가능합니다.

openSAFETY 스택은 safety 통신을 위한 유일한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술적으로나 법적인 관점에서 openSAFETY는 완벽하게 기술 독립적입니다.

34

시스템 비교:

5개의 주요 기술

성능
Safety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safety 네트워크의

방향 가속도의 제곱으로, 신호 전송 시간의 4배로 증가하여 비상 정지 거리

성능은 기본 데이터 프로토콜 선택이 가능한 대역폭과 사이클 타임뿐만 아

를 16배로 연장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니라 cross-traffic을 통한 데이터 통신 또는 핫 플러깅 기능과 같은 기능적
인 특징에 의존합니다.

Cross-traffic은 safety 기반의 시스템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Cross-traffic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safety 노드는 마스터를 통해 라
우팅을 하지 않고 서로 직접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
황에서도 최적의 반응 시간이 보장됩니다. Cross-traffic을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safety 노드는 네트워크의 safety 마스터가 인지할 수 있도
록 필드버스 마스터 노드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필드버스 마스터 노드
는 이를 받아 receiving safety 노드로 전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cross-

traffic을 통한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에 비해 4배의 신호 지연과 그에 따른
반응 시간 지연을 초래합니다. 축의 비상 정지 거리가 고장 응답 시간과 역

필요한 체크섬의 수의 증가는 구현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더 높은 개발 비용의 결과
를 가져온다. 추가적으로, 다중 CRC의 계산은 매우 느리게 반응하여 safety에 방해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ross-traffic으로 인한 짧은 신호
Task:
(X) Safe Sensor는 Safe Motion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Task:
(X) Safe Sensor들은 Safe Motion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시간의 예: Cross-traffic 은
safety 노드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Solution:
(1) Safe Sensor는 Safe Motion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Solution:
(1) Safe Sensor는 EtherCAT Master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2) EtherCAT Master 는 Safety Master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3) Safety Master는 EtherCAT Master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4) EtherCAT Master는 Safe Motion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통신하는 것을 보장하며 (왼쪽) 반면
에, cross-traffic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신호 경로가 4배가 됩
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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