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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산업용 이더넷의 세계가 다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문외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는 전문가들도 경쟁 시스템간의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라인업에 대해 마찬가

지로 곤혹스러워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포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특정

한 표준의 기술적인 특성과 특수한 기능들을 모아 간단하게 분류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 또한 주요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가 용이하도록 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요구하거나, “(타 기술과

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에 산업용 이더넷(Industrial Ethernet) 요소를 이슈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만들 때, 우리는 이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로서 가능한 객관적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

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기준 뿐만 아니라, 주로 기술과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산업용 이더넷 장비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책자 내의 논쟁은 많은 대화와 이 분야 개발자 및 의사 결정자와의 토론에 의해 향상되었

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마다 요청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개정 및 수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보완에 어떤 지원이라

도 바라며, 가능한 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표준의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떠한 토론이라도 환영합니다. 금번 Industrial Ethernet Facts 최신호는 지난 2011년 11

월과  2013년 2월에 발간된 초판 및 후속판 이후 Industrial Ethernet 커뮤니티에 보내 온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발행인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체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버전은 www.ethernet-powerlink.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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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ETHERNET FACTS의 핵심은 PROFINET (RT,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및 SERCOS III  즉, 전세계에

서 사용되는 30개의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1 중 5개의 비교입니다. 왜 

이 다섯 개의 기술인가요? 기술적인 측면, 표준화 상태 및 전략적 시장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 조직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

토콜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IEC 표준에 분류되고 있는지, 시스

템이 하드 real-time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였습니다.

Real-time

IEEE 802.3은 이더넷 표준의 일부입니다, 데이터 충돌을 해결하는 메

커니즘은 데이터 전송을 불규칙하게 지연시킵니다. 실시간 성능을 달

성하기 위해,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예

방 조치를 사용합니다. hard real-time의 경우, 신호 전송 시간은 지정

된 시간 프레임에 정확히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soft real-time은, 시간제한 기간에서 일부 편차가 나

쁘지 않은 편입니다. 최대 수백 ms까지의 사이클 타임은 소프트 실시

간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온도 모니터링, 디지털 제어 시스템 또는 

모션 제어 응용 프로그램은 종종 사이클 타임을 1ms 이내로 해야 합니

다.

검토를 위한 시스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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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dv.reutlingen-university.d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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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storag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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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ime / jitter

실시간 분류 및 응용 분야

(IAONA 분류)

시장 점유율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 비교 선택의 다른 중요한 점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IMS, ARC와 같은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EtherNet/IP, PROFINET 또는 

Modbus TCP는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용 이더넷 응용 분야의 약 3/4 정도 사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OWERLINK와 EtherCAT이며, 이 두 시스템은 특히 하드 실시간 요청

에 적합합니다.

아래 요약에서 Modbus TCP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그룹 ODVA는 그것이 EtherNet/IP로 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미한 마켓쉐어에도 불구하고 SERCOS III를 비교에 넣은 것은 빠른 모션컨트

롤 솔루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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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실시간 이더넷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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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표준 TCP/IP 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대부분 성

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표준 이더넷 : 프로토콜은 표준 이더넷 계층 위에서 구현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이더넷의 발전으로 혜택

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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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표준 준수 전에 성능을 우

선시 합니다.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다양한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은 어떻게 데이터 

전송을 구성하고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관리 방법에 있습

니다.

EtherCAT과 SERCOS III는 통합 프레임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통신합

니다. 각 주기의 모든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링 

토폴로지를 따라 하나의 노드부터 다른 노드로 이동하고, 또한 콜렉팅 

노드 응답을 하는중에 하나의 텔레그램에서 보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텔레그램 절차는 

별도의 텔레그램에 개별적으로 응답 노드에 각각 텔레그램을 보내 작

동합니다.

시스템은 네트워크 접근 및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3가지의 다른 메커

니즘을 사용합니다 :

- 하나의 마스터는 네트워크에서 타이밍을 제어합니다.

POWERLINK 환경에서, 마스터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개별적인 

노드 권한을 부여합니다.

EtherCAT과 SERCOS III 네트워크에서, 통합 프레임 텔레그램의 전

송은 마스터 클럭을 따릅니다.

- PROFINET IRT는 통신을 제어하는 동기화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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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CIP Sync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작동 방법 
|

실시간 이더넷 구현 방법

Ethernet Cabling 

Ethernet Modified Ethernet Ethernet 

TCP/UDP/IP 

PROFINET
EtherNet/IP 

POWERLINK
PROFINET RT 

EtherCAT
SERCOS III

PROFINET IRT 

Standard Ethernet
IEEE 802.3 

Based on TCP/IP  Modified Ethernet 
Media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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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프로세스 필드 네트워크”)는 다양한 타이밍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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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

스와 PROFIBUS 사용자 조직, PNO의 회원 조직에 의해 개발되었습니

다. PROFIBUS DP에 이더넷 기반을 대신하는, PROFINET I/O는 컨트

롤러 사이의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진단 및 네트워크의 레

이아웃을 지정합니다.

작동 방법

다른 성능 클래스를 커버하기 위해, PROFINET은 생산자/소비자 원칙

과 다양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방식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을 통해 직접 전송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페이로드 데

이터는 VLAN 우선화를 통해 이더넷 프레임에서 이동하는 반면, 진단 

및 구성 데이터는 UDP/IP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그로 인해 시스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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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 통합 프레임 원리를 사용하여 사이클 타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새

롭게 디자인된 다양한 PROFINET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Middleware

Standard UDP

Standard IP

Standard Ethernet

Standard TCP

Real-time cyclical 
PROFINET

Application
Engineering, 

business 
integration

Standard 
application 

(FTP, HTTP etc.)

DCOM

Real-time acyclical
PROFINET

Standard 
PROFINET

Frame ID Process data Status info

CRCDataType =
0x8892802.1q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PROFINET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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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에 의해 개발된 POWERLINK는 2001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더

넷 POWERLINK 표준화 그룹(EPSG)과 함께 독립적인 사용자 단체는 

2003년부터 기술의 발전을 얻었습니다. POWERLINK는 완벽한 특허 

무료, 벤더 독립적 및 완전한 하드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신 시스템입니다. 개방형 소스 버전은 2008년에 무료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CANopen의 전체 범위를 POWERLINK로 통합하

고, IEEE 802.3 이더넷 표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프로토콜간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선택의 분산을 허용하고, cross-traffic, 핫 플러

깅 기능과 모든 표준 이더넷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동 방법

POWERLINK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타임 슬롯 및 폴링 절차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PLC 또는 산업용 PC가 일명 Man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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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 시키고 주기적인 데이터 통신을 제어하는 사이클 타임이 실행됩

니다. 기타 모든 장치는 Controlled Node (CN)으로 작동됩니다. 한 

클럭 사이클 동안, MN은 일명 “Poll Requests”를 혼합된 순서로 각 

CN에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모든 CN은 “Poll Response”로 즉시 

응답을 하여 다른 노드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POWERLINK 사이클은 3개의 주기로 구성됩니다. “Start Period” 동

안 MN은 장치를 모두 동기화 시키기 위해 “SoC (Start of Cycle)” 프

레임을 모든 CN에 전송합니다. 지터는 20ns로 됩니다. 데이터 교환은 

두 번째 주기 (“순환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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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비동기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며, 용량이 크고 시간이 그다지 중요

치 않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예를 들면 유저 데

이터 또는 TCP/IP 프레임은 여러 사이클의 비동기 단계에서 분산되어 

전송됩니다.

POWERLINK는 실시간 도메인과 비실시간 도메인을 구분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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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는 실시간 도메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분리시

킵니다. POWERLINK는 I/O, 모션 제어, 로봇 공정, PLC 간의 통신 및 

시각화 등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분야에서 적합합니다.

MN

CN

Isochronous
Phase

Asynchronous
Phase

SoASoC

Async Data

PReq
CN1

Cycle Time

PReq
CN2

PReq
CN3

PRes
CN1

PRes
CN2

PRes
CN3

PReq
CNn

PRes
CNn

SoC = Start of Cycle
SoA = Start of Async

PReq = Poll Request
PRes = Poll Response

MN = Managing Node
CN = Controlled Node

Ethernet ControllerHardware

OthersDevice Profiles 

Protocol
Software

Ethernet Driver

POWERLINK Driver

UDP/IP

POWERLINK Transport

CANopen
Application Layer – Object Dictionary

Messaging (SDO and PDO)

I/O Encoders Valves Drives Medical

CAN Driver

CAN Controller

CAN based
CANopen
Transport

POWERLINK 통신 
|

대부분의 공유 특성: CANopen과 POWERLINK OS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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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IP 통신
|

EtherNet/IP는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와 ODVA (Open 

DeviceNet Vendors Association)가 공동 개발한 개방형 산업용 표준으

로 2000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Ethernet Industrial Protocol”은 본질적으로 CIP (Common Industrial 

Protocol)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포트입니다. EtherNet/IP는 미국시

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로크웰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

니다.

작동 방법

EtherNet/IP는 표준 이더넷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며, 데이터 전송에 

TCP/IP 및 UDP/IP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CIP 프로토콜에 의해 지

원되는 생산자/소비자 기능으로 인해, EtherNet/IP에는 주기적 폴링, 

시간 또는 이벤트 트리거, 멀티캐스터 또는 단순한 점대점 연결과 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CIP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환경설정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암시적

인 입출력 메시지와 명시적인 질의/답변 텔레그램을 구분하고 있습니

다. 명시적인 메시지는 TCP 프레임에 포함되는 반면, UDP의 프로토콜 

포맷이 보다 컴팩트하고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실시간 어플리케이

션 데이터는 UDP를 통해 전송됩니다.

스타 토폴로지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는 스위치는 점대점 방식으

로 연결된 장치에서 데이터 충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시킵니다. 일반

적으로 EtherNet/IP는 사이클 타임이 10ms의 소프트 실시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CIP Sync 및 CIP 모션은 IEEE1588 표준에 명기된 분

산된 클럭을 통한 정밀한 노드의 동기화로 서보 모터를 제어하기에 충

분한 사이클 타임 및 매우 작은 지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P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ibrary

CIP Data Management Services
Explicit Messages, I/O Messages

Valves I/O Robots OtherCIP Motion

CIP Message Routing, Connection Management

CIP

Device Profiles

Application

Physical

Transport

Network

Data Link

IP

EtherNet
CSMA/CD

EtherNet
Physical Layer

Encapsulation

TCP UDP

EtherNet/IP

ControlNet
CTDMA

ControlNet
Phys. Layer

ControlNet
Transport

CAN
CSMA/NBA

DeviceNet
Phys. Layer

DeviceNet
Transport

CompoNet
Time Slot

CompoNet
Phys. Layer

CompoNet
Transport

prepare

send

producer

broadcast communication

filter

receive

consumer

accept

filter

receive

consumer

accept

filter

receive

consumer

EtherNet/IP lay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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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CAT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은 

Beckhoff Automation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기술

의 모든 사용자는 EtherCAT 기술 그룹 (ETG)의 회원입니다.

작동 방법

EtherCAT은 통합 프레임 접근방법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 

EtherCAT 마스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

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프레임은 시퀀스의 모든 노드를 통

과합니다. 중계기에 마지막 노드가 도착하면, 프레임은 다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드는 한 방향으로 통과하는 프레임에 있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각 노

드는 즉시 주소 데이터에 다시 프레임을 삽입, 응답 데이터를 읽습니

다. 100 Mbit/s의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ASIC 또는 

FPGA 기반 하드웨어는 데이터가 통과하는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EterCAT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항상 논리적인 링 방식으로 구성합

니다. 

심지어 확장되는 trunk 조차도 그 연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노드들

과 체결되어, 실제 summation frame telegram이 브랜치 라인을 따

라 위아래로 이동하는 two-way junction만을 추가하게 됩니다.

EtherCAT 프레임의 구조

1개의 노드 구조와 함께 모든 EtherCAT 텔레그램은 프레임의 페이로

드 데이터 영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각 EtherCAT 프레임은 하

나의 헤더 및 몇 개의 EtherCAT 명령으로 존재합니다. 이들 각각은 자

신의 헤더 슬레이브에 지시 데이터 및 작업 카운터를 포함합니다. 최대 

64 Kbytes로 구성된 주소 공간은 각 슬레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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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계산합니다. 슬레이브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마스터에 의해 할당된 

분산 주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therCAT 프로세스 동기화

모든 슬레이브 연결이 IEEE 1588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여 마스터

에 의해 동기화되는 실시간 클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대

한 자세하고 까다로움 때문에 실시간 구조가 있고, 없는 슬레이브 장치

가 있습니다. 실시간 클럭의 기본 제어 신호는 높은 정밀도와 동기화입

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EtherCAT 프로토콜은 이더넷뿐만 아니라 LVDS

도 실행됩니다. 이 표준은 터미널의 내부 버스로 Beckhoff에서 사용

됩니다. 표준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는 PC는 일반적으로 EtherCAT

과 마스터를 구현하는데 사용됩니다. POWERLINK 또는 PROFINET 

같은 다른 프로토콜과 대조적으로, EtherCAT 은 전적으로 7 계층으로 

된 OSI 모델에서 1~3 계층을 통해 확장됩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 

비교 응용 프로그램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프로토콜 계층 (CoE, 

EoE)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EtherCAT 동작 원리

EtherCAT 통신
|

Frame delay = (total byte count for header + data) x 10 ns

Master
PHY

PHY

PHY

IOS via LVDS

IOS via LVDS

250 ns 115 ns

WCDataEHFHEthernet HDR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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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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합니

다. 1985년 시장에 처음 출시된 Sercos Interface의 3세대인 SERCOS 

III의 경우, 표준 이더넷이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됩니다. 이 통

신 시스템은 주로 모션 컨트롤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

니다. 등록 협회 sercos International e.v.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작동 방법

SERCOS III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측 모두에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합

니다. 이러한 SERCOS III 하드웨어로 인해 모든 통신 태스크를 주관하

는 호스트 CPU의 부하가 경감되며, 또한 실시간 데이터의 신속한 처

리 및 하드웨어 기반의 동기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드웨어는 

절대적으로 슬레이브에 필요한 반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마스터에

도 가능합니다. SERCOS 사용자 협회에서는 FPGA 기반의 SERCOS 

III 하드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ERCOS III IP Core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SERCOS III는 통합 프레임 전송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트워크 노드에는 데이지 체인이나 또는 폐쇄 링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통신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전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

터는 장치를 통과하는 도중 처리됩니다. 이더넷 연결의 전이중 기능으

로 인해, 데이지 체인은 실제 한 개의 링을 포기하는 대신 링 토폴로지

가 데이터 전송 이중화를 허용하는 더블 링이 생성됩니다.

직접적인 크로스 트래픽은 모든 노드에 있는 두 개의 통신 포트가 활성

화됩니다: 데이지 체인 및 링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전송은 각각의 노

드를 오고 가면서 통과합니다, 즉, 한 사이클에서 두 번씩 전송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장치들은 한 통신 사이클 내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마스터를 경유할 필요가 없습니

다.

충돌없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예비 대역폭과 함께 타임 슬롯을 

사용하는 실시간 채널 외에, SERCOS III는 비 실시간 채널도 선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통신 사이클 초기에서 첫 번째 실시간 전송

으로부터 정확히 하드웨어 레벨에서 동기화 됩니다. 이 목적으로 마스

터 동기화 전송이 첫 번째 텔레그램에 포함됩니다. 동기화 옵셋을 

100ns이하로 유지하면서, 하드웨어 기반의 절차는 이더넷 하드웨어

에서 발생한 런타임 변화를 보상합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세그먼트

는 서로 다른 사이클 클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완벽히 동기화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Master Slave Slave Slave Slave SlaveSlave

AT MDT IP

AT: Drive Telegram MDT: Master Data Telegram IP: IP Channel C

…

I/O profile

Motion profile

Generic device profile

Real-time channel Non-real-time channel

Safety

Cross-communication

M/S communication

Synchr.

RT channels
(primary/secondary)

SVC 
channel

Ethernet 
application

S III 
protocol

UDP/TCP

IP

Ethernet

SERCON 100M/S (FPGA)
+

Ethernet Dual PHY
or netX with 

SERCOS III

RT = Real Time
M/S = Master Slave
Synchr. = Synchronization

SVC = Service Channel
S III = SERCOS III
UDP = User Datagram Protocol

TC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FPGA = Field Progr. Gate Array
PHY = Physical Layer

SERCOS III 통신  
|

SERCOS 기술에서의 특별한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컨트롤러는 SERCON으

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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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

사용자 독립성은 시스템의 전체 평가에서 또 다른 핵심 측면입니다. 사

용자 자신의 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권리 및 특허에 관한 모

든 미해결 이슈가 시스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

후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적인 함정들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는 작

성자 및 사용자 조직에 대한 면밀한 관찰로 피할 수 있습니다.

PROFINET – PI

PROFIBUS 및 PROFINET International (PI)은 사용자 그룹 PNO를 

포함한 25개의 PROFIBUS 및 PROFINET 지역 협회를 위한 국제보호

협회입니다. (사용자 그룹 PNO는 PROFIBUS Nutzerorganisation 

e.V.의 약자) 이 협회에서는 합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멤버들 및 다른 

관련 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PROFIBUS 및 PROFINET 제품 승

인을 위한 인증 센터는 이들 사무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996년 4

월 24일에 채택된 조직의 정관은 의무와 책임을 지정합니다. 회원은 

장비 업체, 사용자,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PROFIBUS 또는 PROFINET 

네트워크의 운영자를 지원하고, 모든 회사, 협회 및 학회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www.profibus.com

POWERLINK – EPSG 

Ethernet POWERLINK 표준화 그룹 (EPSG)은 드라이브 및 자동화 분

야에서 기업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룹

의 목표는 2001년에 B&R에 의해 개발된 POWERLINK의 표준화와 

프로토콜의 지속적인 개발입니다. EPSG는 CAN 자동화 또는 IEC와 

같은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EPSG는 스위스 민법에 따

라 설립 등록된 협회입니다.

www.ethernet-powerlink.org

EtherNet/IP – ODVA

ODVA는 DeviceNet 및 EtherNet/IP 사용자들 모두의 조합입니다. 조

직은 이미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필드

버스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조직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IP 프로토콜과 다른 프로토콜의 개발과 전파입니다. 모

든 사용자는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관심 그룹 

(Special Interest Groups; SIG)에 가입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에 기

여하도록 초대됩니다. ODVA는 적극적으로 다른 표준화 기관 및 업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칙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

다.

www.odva.org

Criteria PROFINET 
RT|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Organization PNO EPSG ODVA ETG
sercos  

International

www. profibus.com ethernet- 
powerlink.org odva.org ethercat.org serc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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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CAT – ETG

EtherCAT 기술 그룹 (ETG)은 공동 사용자, OEM 업체, 기계 공급 업체 

및 기타 자동화 공급 업체에 의해 설립된 포럼 조직입니다. 그룹의 목적

은 EtherCAT의 개방형 기술에 대한 장점을 전파하고 지원을 제공합니

다. 뉘른베르그에 위치한 인증 연구소는 본사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

다. 기술의 사용에 대한 모든 계약은 Beckhoff Automation과 직접해

야만 합니다. 독일 뉘른베르그에 본사를 둔 ETG (EtherCAT Technology 

Group)는 독일 민법상 비등록 클럽 즉, “nicht eingetragener Verein”

입니다.

www.ethercat.org

SERCOS III – sercos International 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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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로 협회 등록되었습니다. 협회의 회원은 기계 업체, 연구 

기관 및 기타 단체 뿐만 아니라 제어 시스템, 드라이브 및 기타 자동화

의 사용자와 제조업체입니다. 북미와 아시아에 지사들도 있습니다. 슈

투트가르트 대학 (the University of Stuttgart) 인증 연구소는 조직의 

본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www.sercos.org

13



Criteria PROFINET 
RT|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Type of 
organization

association

+
association

+
association

+
non-registered 

club
o

association

+

Liability
PNO

+
EPSG

+
ODVA

+
members

o
SERCOS

+

EtherCAT Technology Group: 비등록 클럽으로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불분명하게 남아있고, 협회와 개인 파트너쉽 사이

의 효과적인 구성체입니다.

Criteria PROFINET
RT|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Rights  
owners

members members members members

Brand  
owners

PNO EPSG ODVA SERCOS

대부분의 경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에서 기술적인 권리를 가집니

다. 공동 소유자로서, 회원들은 그것의 사용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면, 미래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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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14



시스템 비교:  
5대 주요 기술

3rd Edition

Criteria PROFINET
RT|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Funding 
obligations 

membership 
fees
o

membership 
fees
o

membership 
fees
o

no membership 
fees
+

membership 
fees
o

ETG의 회원은 무료입니다. 비용은 다른 모든 조직에서 지불해야 합니

다. 연간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회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

니다. POWERLINK와 SERCOS 사용자 단체는 비회원이 제품을 개발

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Criteria PROFINET 
RT|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Master and 
slave 
specification 

PNO

+
EPSG

+
ODVA

+
Beckhoff

o
SERCOS

o

통신 메커니즘은 SERCOS III 및 EtherCAT에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슬

레이브의 내부는 비공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ASIC 또

는 FPGA에 의존해야 합니다. Beckhoff 에서 제공하는 FPGA IP 코드

는 오브젝트 코드로 EtherCAT을 사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는 공개되

지 않습니다.

다.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Free source 
code for  
master

- + - o +

Free source 
code for  
slave

-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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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PROFINET 런타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와 문서를 제공합니

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 1.5는 PNO 회원에게 5개

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POWERLINK: POWERLINK 마스터와 슬레이브 코드는 BSD 오픈 소스 라

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SAFETY 소프트웨어에

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SourceForge.ne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herNet/IP: 스택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변형은 대학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EtherCAT: 슬레이브 구현은 반드시 ASIC 또는 FPGA가 필요합니다. 

VHDL이나 FPGA를 위한 IP코드를 Beckhoff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자

체적으로 사용가능한 소스코드는 없습니다. ETG는 마스터 측에 대한 샘플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특허 소유자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관에 동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는 오픈 소스로 할 수 없습니다.*

SERCOS III: LGPL 라이선스하에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무료로 제공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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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성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술적, 전략적 고려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 응용 프로그램 프로파일과의 호환성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Downward 
compatibility

PROFIBUS CANopen DeviceNet CANopen SERCOS II

+ + + + +

EMC의 민감도/전송의 신뢰성

통합 프레임 프로토콜은 하나의 프레임 프로토콜보다 간섭에 더 민감

합니다. 프레임이 파괴되는 경우 통합 프레임 프로토콜은 항상 전체 

사이클을 잃게 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EMC 
susceptibility

그 두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SERCOS III는 실제로 이러한 비교에서

EtherCAT보다 5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기 접점

하나의 특별한 EtherCAT 기능은 내부 I/O 터미널 버스를 통해 모든 통

신 경로로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 특징과 연관된 성능의 우수

성은 증가되는 간섭 (접촉 및 EMC) 민감성으로 인한 안전 위험성으로 

인해 차이가 있습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Electrical 
contact points + + + o +

유연한 케이블링 토폴로지

EtherCAT과 SERCOS III 네트워크는 항상 논리적 링을 구성합니다. 

그 링은 물리적으로 마스터에서는 닫혀있고, 또는 데이지 체인에서는 

그 물리적 라인의 마지막 노드에서 내부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EtherCAT은 특별한 교차점을 통해 트렁크가 확장되도록 하지만, 전 

프레임은 측면 네트워크 라인과 같이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예를들면, 

전체로서 그 네트워크는 논리적인 링을 의미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Tree  
topology + + + o o

Star  
topology + + + o o

Ring  
topology + + + + +

Daisy-chain 
topology + + + + +

높은 가용성

단지, POWERLINK의 경우에만 실제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마스터 및 

케이블 이중화 사양에 포함됩니다. PROFINET 및 EtherNet/IP는 특별한 

스위치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 가능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Ring 
redundancy o + o + +

Master  
and cable 
redundancy

o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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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플러깅 기능  

POWERLINK, EtherNet/IP 및 PROFINET은 사용자에게 핫 플러깅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제약은 의무적으로 링 토폴로지로 인해 

SERCOS III와 EtherCAT에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링 토폴로지에서, 

SERCOS III는 네트워크 오프 단일 노드 전송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두 인접한 노드는 TX와 RX 라인을 닫습니다. 노드는 마스터의 다른 곳 

또는 한쪽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습니다.

EtherCAT 은 일부 핫 플러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EtherCAT 슬레이브 

컨트롤러에서 오픈된 포트는 링크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힙

니다. 하지만, EtherCAT의 분산 클럭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동기화가 필요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Hot plugging + + + o o

논리적인 링(EtherCAT과 SERCOS III)을 기반하는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 토

폴로지의 한계는 핫 플러깅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핫 플러그 모듈은 데이

지 체인(SERCOS III)의 한쪽 끝에 연결될 수 있고, 분산 클럭은 노드 실패 후 

재동기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가비트 준비성

EtherNet/IP와 POWERLINK는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에 따

라, 이 프로토콜은 기가비트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herCAT은 기가비트로 확장 가능하지만, ASIC의 재구성이 요구됩니

다. PROFINET IRT는 특히 스위치에 관한 하드웨어의 일부 재구성이 요

구됩니다. FPGA 솔루션은 기가비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Gigabit 
readiness +   - + + - o

sercos International은 그들의 IP 코어가 이미 기가비트에 기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표준의 지원 

IEC 61158 국제 표준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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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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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작성하고 발행한 National Chinese Standards이고, 전국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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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위한 것이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GB/T는 통신 기술에 대

한 가장 높은 공인된 표준화 레벨입니다. 중국 권장 산업 표준으로서, 

GB/T는 몇 가지 요구조건에 반드시 부합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개방형 

기술이어야 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야 하며 표준 기술 이어야 합

니다. 특정 나라나 회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PROFINE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IEC 61158 Type 10 Type 13 Type 2 Type 12 Type 19

IEC 61784-2 CPF 3  CPF 13 CPF 2 CPF 12 CPF 16

GB National 
Chinese 
Standard

GB/Z 
25105-2010 

GB/T  
27960-2011 

GB/Z 
26157-2010 

GB/T  
31230

시장 출시

ERTEC 기술에 기반한 IRT 제품은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DFP (Dynamic Frame Packing) 기능의 도입과 피닉스

컨택트에서 제공하는 Tiger 칩과 같은 접속에서의 차세대 ASIC에서는 

현재의 IRT 솔루션의 미래 호환성에 대한 의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Products on 
the market +   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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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Source: frame makeup as defined in IEEE 802.3

(The interframe gap of .96 µs must be added on top of the 5.1 µs cited above.)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사이클 타임

시스템의 성능은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론

적인 사이클 타임에 집중하고, 강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최소 가능한 사이클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SourceDestination.0111010…0101.

Number of bytes:     7          1          6                 6             2                    38 ... 1500                           4

Preamble
Starting frame delimiter
Destination MAC address
Source MAC address
Length (if <1501*) / EtherType (if >1535*)
Payload data
Check sequence (cycling redundancy check)

*Decimal values

Number of bytes Number of bits Duration at 100 Mbit/s

Minimum length 26 + 38 = 64 5  12 5.1 µs 

Maximum length 26 + 1500 = 1526 12208 12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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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스터는 다른 노드를 통과하지 않는 자신에게 프레임 주소를 

보낼 경우, 프레임은 122㎲ 경과한 후에 마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단일 최대 길이 이더넷 프레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한 빨리 데이터가 접근하고 프레임의 일부를 처

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CRC 바이트는 프레임의 끝 부분에 도착하는 마지막입니다. 이 시나리

오는 PHY, 케이블, 이더넷 포트로 인한 지연, 마스터내의 내부 데이터 

전송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마스터에서 신호가 

떠나면, 네트워크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 (5ns/m)과 슬레이브내

의 처리시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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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텍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

양한 제어 루프의 분산 처리의 장점은 기본 사이클 시간에 효과가 없는 

노드를 추가하고 즉, 전체적인 컨셉으로 기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 모니터링 또는 통합 Safety 기술과 같은 추가 기능은 매우 

많은 데이터의 낮은 볼륨에 종속하고, 중앙 아키텍처에 비해 제어 컨셉

에 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래에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설정이 제공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특히 드라이브 응용프로그램에서 500㎲ 아래

에 사이클 타임을 위한 제어 루프의 분산처리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통신 아키텍처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Supports 
central 
control

+ + + + +

Supports 
decentral 
control

+ + + - o

다이렉트 크로스 트래픽

다이렉트 크로스 트래픽은 특히 실시간 요소를 요청할 경우 중요한 이

점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드라이브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축들이 쉽고 

정확한 정밀도로 동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위치값들이 마스터

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부하

를 낮추고, 데이터 (예를 들어, 축의 실제 각도 위치)가 현 사이클 내에

서 모든 관련 노드에서 가용함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먼저 

마스터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한 사이클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

크의 전체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Direct 
cross-traffic + + + - +

POWERLINK 및 SERCOS III에서 direct cross-traffic은 배타적 슬레이브 

기능을 가진 모듈의 특징이고, 반면에 EtherNet/IP는 스캐너 기능을 가진 모

듈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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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큰 볼륨의 프로세스 데이터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에서 노드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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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결정은 사이클 타임을 줄여줍니다. 우선순위 메커니즘을 지원하

는 시스템은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사이클당 한 번 읽고, 낮은 우

선순위 데이터는 매 n번째 사이클에 폴링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Prioritization + + + o +

POWERLINK, EtherNet/IP 및 PROFINET에서, 가변 사이클 타임은 프로

토콜 스펙에 명확히 성립되었습니다. SERCOS III는 최근에 이 기능을 추가하

였습니다. EtherCAT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솔루션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일

부로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Safety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부하

Safety over Ethernet은 Safety 노드 (비상정지 스위치, Safety 컨트

롤러와 함께 드라이브) 사이의 데이터 보호의 주기적 교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safeguard 절차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속도를 증

가시키는 안전한 “컨테이너”내에 데이터 복제 및 포장과 관련합니다. 

summation frame 방식의 솔루션 사용은 프레임 카운터의 증가를 확

인할 수 있고, 반면에 single frame 방식은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각 

프레임의 데이터 볼륨을 증가시킵니다. 대체로, summation frame 

방식의 이론적 성능 우수성은 상쇄됩니다.

실제 사이클 타임

summation frame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각 컨트롤러를 두 번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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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서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조직에

서 인용되었던 원래 성능 데이터는 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

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성능이 구현 스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된 실제 제어 시스템의 작업 클래

스입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Performance o   + + o + +

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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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매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노드는 이 끝까

지 가능한한 정확히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서로 경쟁적인 이더넷 변형 

방식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EtherCAT

은 ESC (EtherCAT Slave Controller) 내부의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제

어되는 분산 클락의 원리를 사용하지만, 동기화는 POWERLINK 네트

워크에서 간단한 동기화 신호 (SoC) 를 통해 수행됩니다.

Criteria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Jitter o   + + o + +

EtherCAT, POWERLINK 및 SERCOS III는 항상 지터(<100㎱)없이 사용자

에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에서 지터는 모든 구성요소

에서 특별한 IEEE 1588 확장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감소된 지터는 

PROFINET IRT 어플리케이션에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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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테스트

실제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운 노력으로 증명됩니다:

EtherNet/IP 및 PROFINET RT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소프트 실시간 요구사항에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PROFINET IRT는 그 필수적인 스위치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측정의 직접적인 비교를 복잡하게 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

로 연결됩니다. 아래의 값은 발표된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1. 마스터 및 33 I/O 모듈 (64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 136)을 포

함하는 작은 기계;

2. 각 33개의 모듈을 통해 마스터와 12 이더넷 슬레이브를 가진 I/O 

시스템 (총 2000 디지털 및 500 아날로그 채널이 이 어플리케이션

에 고려됩니다);

3. 24축 모션 제어 네트워크 그리고 110 디지털 및 30 아날로그 I/O

를 가진 하나의 I/O 스테이션.

실제로, POWERLINK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EtherCAT 보다 

빠릅니다.

EtherCAT은 매우 낮은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과 어플리케이션에 최적

화되어 있습니다. 큰 데이터 부하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EtherCAT 환

경에서 사이클 시간의 과도한 상승이 있습니다. 분산 아키텍처 (분산 

모션 제어 등)가 구현되어 있다면, EtherCAT은 직접적인 크로스 트래

픽의 부족 (양방향)으로 인해 가능한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EtherCAT의 직접적인 I/O 통합은 결과적으로 낮은 샘플링 속도 (I/O 

시스템)를 가져오고, 이는 신호가 I/O를 통과하는 시간이 도달 사이클 

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POWERLINK 및 

SERCOS III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Prytz (2008)1의 출간물이 EtherCAT과 관련된 계산에 참고자료로 사

용되었습니다. 신호의 EtherCAT ACIS 통과지연은 측정에 의해 다시 

검증되었습니다. POWERLINK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과의 응용프로

그램이 실제 측정을 위해 설치하고,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숫자를 재확인하였습니다.

SERCOS III에 대해서는 어떤 테스트 및 계산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ERCOS III는 POWERLINK와 유사한 성능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EtherCAT보다 더 빠르게 동작합니다.

Motion decentralized: EtherCAT

Motion decentralized: POWERLINK

I/O System: EtherCAT

I/O System: POWERLINK

Motion centralized: EtherCAT

Motion centralized: POWERLINK

Small I/O: EtherCAT

Small I/O: POWERLINK

Better

0 100 200 300 400 500

542.88

325.25

53.4

269.98

363.48

269.98

81.21

271.44

Cycle time [µ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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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개발 비용, 라이선스 비용, 하드웨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코드 가용성 (하드웨어 구현의 경우 프로그램 또는 VHDL)은 여기에서

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구현

Master designs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Master access – + – o +

no open source master available openPOWERLINK  
(open source) no open source master available patent-protected

 1 common SERCOS III master API 
(open source)

Implementation costs o – + o + o

pricey software 
stack

requires special 
hardware with 
coprocessor

runs on standard hardware pricey software stack runs on standard hardware typically with  
coprocessor support

1 오픈 소스 마스터는 없고, 응용성을 보장하지 않는 오직 샘플 코드만 있다.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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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omponents  
costs

PROFINET
RT    |    IRT

POWER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External devices + o + o o o

standard  
switch

special switch, 
IRT support  

required
standard hubs or switches

managed switch with complex 
functionality required (IGMP  

snooping, port mirroring, etc.)

special network  
components required 

1

designated for future use of  
external infrastructure devices, 

but no such use at the time 
of writing

Internal multiports o o + o + +

integrated  
switch

Siemens ASIC 
required

standard hub integrated switch,  
very complex

Beckhoff ASIC required 
2

or Beckhoff FPGA IP-Core
FPGA-based technology

1 EtherCAT은 스타나 트리 토폴로지를 위한 특별한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요구됩니다.
2 Beckhoff ET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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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구현

EtherCAT, SERCOS III와 PROFINET IRT는 슬레이브가 요구되는 하

드웨어 솔루션에서 실행되는 버스 프로토콜입니다. POWERLINK, 

EtherNet/IP와 PROFINET IRT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소프트

웨어 솔루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비용이 

스택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좀 더 

고가의 컨트롤러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충이 가능합니다. 하드

웨어 솔루션의 경우 사용자는 FPGA 또는 ASIC 기반의 통신 인터페

이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FPGAs는 소프트웨어 솔

루션으로 사용됩니다.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집적 회로입니다. 이것은 소위 로직블록

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요소 및 구성 요소 회로에 대

한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SICs이 실행 할 수 있는 모든 로직 기능도 FPGA로 구현될 수 있습니

다. 기능은 시운전하기 전에 사용자 정의될 수 있습니다. ASIC에 비해 

FPGA에 대한 일회성 (견본) 개발 비용이 낮습니다. 

FPGA는 적은 비용, 높은 성능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으로 산업용 이

더넷 솔루션을 위한 매력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레이어 2 기능을 (허브, 

스위치) 통합하여 pre-assembled components에 사용이 가능합니

다. 그러나 사용자는 모든 코드에 대해 프로토콜이 가지는 영향력의 복

잡성, 나아가 요구되는 로직 블록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L2 기

능은 이 숫자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허브보다 더 많은 블록이 필요하고, 복잡 관리형 스위치는 많

은 수의 논리 블록을 요구합니다. POWERLINK는 가장 단순한 실시간 

이더넷 솔루션입니다. 또한, POWERLINK는 자사의 네트워크 레이아

웃에 있는 허브에 의존하고, 이 프로토콜은 오직 적은 수의 논리 블록

만 요구되기 때문에, 작은 FPGA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EtherCAT과 SERCOS III는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 많은 로직 

블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실시간 이더넷 환경에서 노드 연결 비용

노드당 연결 비용은 아래의 하드웨어에 대한 실행 비용을 참조하십시

오. 소프트웨어 스택 등에 대한 잠재적으로 가지는 라이선스 비용들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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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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콜에 대해 같은 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했습니다. 커넥터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노

드당 비용예상은 년당 1000 유닛 단위입니다.

PROFINET: ERTEC200 ASIC과 함께 솔루션을 반영하여 계산했습니다. 향후 구현은 

피닉스 컨택트에 의해 개발된 TPS1 칩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은 EtherCAT과 비교할만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POWERLINK의 가

격 수준은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POWERLINK: FPGA 기반 솔루션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RAM 및 플래시 메

모리 비용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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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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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로 계산하였습니다. FPGAs를 위한 솔루션은 매우 많이 비쌉니다; 실시간 클럭

과 동기화 솔루션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SERCOS III: SERCOS III의 수치는 대표적인 FPGA 솔루션에 적용되었습니다.

운영 비용

운영 비용은 주로 유지보수 비용과 네트워크 관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therNet/IP의 CIP Sync와 PROFINET IRT와 같은 기술들

은 매우 복잡하고, 관리형 스위치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다. 더욱이 관리형 스위치는 네트워크 전문기술이 필요합니

다. 대부분의 경우 시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위치에 네트워크 엔지니

어가 필요합니다.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동기화 기술은 실시간 통신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POWERLINK 및 SERCOS III는 마스터 관리를 통한 동기화를 보장하

며 매우 정확하고 에러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PROFINET IRT 및 

CIP Sync의 EtherNet/IP는 IEEE 1588을 준수하며 동기화 메커니즘

에 따라 달라집니다. 훨씬 더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의 결과로,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의 원인이 동기화 오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각별히 

장치가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핫 플러깅 ― 즉, 동작중인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옵션 

― 과 같은 기능은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실시간 기능에 어떠한 손상 없이 교체 장비의 

업데이트나 구성이 가능합니다.

Costs PROFINET
RT | IRT

POWER- 
LINK

EtherNet/IP EtherCAT SERCOS III

Purchase 
costs o   - + o + o

Operating 

costs
o + o + +

M
in

im
um

 H
ar

dw
ar

e 
C

os
ts

5 $

10 $

15 $

20 $

25 $

SERCOS IIIEtherCAT

11.0 $

PROFINET
RT  |  IRT

22.2 $

POWERLINK

9.2 $ 15.2 $

EtherNet/IP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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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란 무엇인가?

OPC 통합 아키텍처 (OPC UA)는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개발된 벤더 독립적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서버 원리

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에서 개별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이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OPC UA 프로토콜은 유연

하고, 플랫폼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 메커니즘을 통합 내장하고 있

는 바,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환경 구현에 이상적인 통신 프

로토콜로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OPC의 기원 

오늘날 OPC 클래식이라고도 부르는 오리지널 OPC는 산업 생산환경

에서 벤더 독립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90년대에 개발된 것입니다. 

OPC (OLE for Process Control)는 OLE 및 COM/DCOM 등 마이크

로소프트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OPC UA 개발

지난 2006년, 윈도우 기반 시스템 의존성을 해소하고 그 밖의 수많은 

혁신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후속 표준인 OPC UA가 제정되었습니다. 

OPC UA 프로토콜은 별도의 통신 스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OPC 

UA는 100% 벤더 및 플랫폼 독립적이며, 예를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

송도 가능합니다. 기존 OPC 클래식의 모든 기능은 OPC UA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 정보 모델 역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공정 데이터, 알

람, 히스토리 데이터 및 프로그램 호출 처리에 서버 한 대만 필요할 따

름입니다.

통합 보안 환경

이 프로토콜은 다수의 통합 안전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필요

한 경우, 사용자 레벨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레벨 및 전송 레벨의 보안 

등을 불문하고 개별 또는 조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X.509 보안 

인증을 바탕으로, OPC UA는 엄격한 IT 보안 표준을 충족합니다.

OPC 재단

OPC 재단 (OPC Foundation)은 독립적인 위원회로, OPC UA 표준

을 개발 및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OPC 재단은 대기업 자동

화 제조사들을 모두 포함, 45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PC UA와 산업용 이더넷
|

Vendor Information Model

Industry Standards Information Models
(Companion Specifications: FDI, PLCopen, POWERLINK, …)

DA AC HA Prog

Se
cu

rit
y Information Access

(Data Model and Services)

RobustnessTransport –  
Protocol Mappings

Discovery

Information
Models

OPC UA
Base

Information
Models

OPC U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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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OPC UA를 사용할 경우, 센서 및 필드 레벨에서 수집한 원시 데이터 

및 전처리 정보 등을 감시 제어 및 생산 계획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및 관련 정보 손실 등이 과거지사가 

된 셈입니다. 

OPC UA를 이용하여 생산 데이터, 알람, 이벤트 및 이력 데이터 등을 

OPC UA 서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를 들어, 온도 측정장

치를  온도 값, 알람 파라미터는 물론 알람 한계치를 포함한 일종의 객

체로 보는 것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OPC UA 클라이

언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가치 있는 정보가 되다

벤더 또는 플랫폼의 제약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OPC UA는 해

당 데이터를 필요한 맥락을 담은 정보로 변환하여 OPC UA 기능을 지

닌 장치라면 모두 이를 해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

세스를 일컬어 데이터 모델링이라 합니다. OPC UA 규격 사양은 필요 

시 추가 모델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정보 모델들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데이터 (DA)

센서, 제어장치 및 위치 기록장치 등이 공정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데

이터 액세스 (DA) 정보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제공하여 해당 클라이언트가 직접 후처리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이는 제어장치, SCADA 혹은 ERP 시스템 등 클라이언트 종

류를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알람 데이터 (AC)

알람 및 컨디션 (AC) 정보 모델은 경보 및 상태조건 취급 방식을 정의

합니다. 경보 및 상태조건의 변화는 이른바 “이벤트”를 촉발합니다. 클

라이언트들은 이러한 이벤트에 가입하여 가용한 동반 수치들 중에서 

알림 메시지의 일부로 해당 클라이언트가 수신을 원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메시지 텍스트 또는 확인 동작 등).

이력 데이터 (HA)

히스토리컬 액세스 (HA) 정보 모델은 이력 변수 값과 이벤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접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데이터에 대한 읽기, 쓰

기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또

는 각종 메모리 장치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Prog)

프로그램 (Prog) 정보 모델은 프로그램 및 기능(함수)들을 호출합니

다. 이는 예를 들어, 일괄처리(배치) 프로세스 구현에 사용 가능합니

다. 이는 OPC UA를 통해 해당 라인에 레시피를 전송한 후, 해당 애플

리케이션에 제어 값을 다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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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관련 실시간 지원 기능

이제까지, OPC UA는 실시간 요구조건을 수반한 복합 프로세스에 관

한 한 그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OPC 재단이 OPC UA 환경에 실

시간 기능을 지원하는 통신 표준 구현을 목표로 2 가지 확장 기능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게시자-가입자 

(publisher-subscriber)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

킹 (TSN)을 지원하는 IEEE 802.1 표준의 활용입니다.

게시자-가입자 모델

OPC UA는 클라이언트/서버 매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

는 정보를 요청하여 서버로부터 응답을 수신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

은 정확히 설정된 시점에 특정 정보가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도달해야 

할 경우, 그 자체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시자-가입자 모

델의 경우, 일대다 (1:N) 내지 다대다 (N:N)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나

의 서버는 해당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전송 (게시)하고, 모든 개별 클라

이언트는 이 데이터를 수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전송

될 정확한 시간 간격을 정의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표준 이더넷 실시간 지원기능

게시자-가입자 모델 하나로는 OPC UA 실시간 지원기능 확보에 충분

하지 않습니다. OPC 재단이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킹 (TSN) 기능을 구

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TSN은 IEEE 802 이더넷 표준에 실

시간 지원기능을 부가하기 위해, 다수의 하위 표준으로 기존 표준규격

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TSN 개발을 주도

자동차 산업은 TSN을 채용한 까닭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우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폭

넓게 수용된 한 가지 목표는 이더넷을 통해 기능 안전성을 요구하는 모

든 제어 작업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는 일입이다. 이것이 가능하

려면, 실시간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정의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주기시간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OPC UA - 생산 시설 표준

OPC UA는  IT 관련 최신 생산 시스템 부문에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SN 및 게시자-가입자 모델을 부가함으로써, 가

능한 OPC UA 응용 범위가 대폭 확장된 셈입니다. ERP 시스템에서 센

서 레벨에 이르기까지,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이더넷 통신 환경을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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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vs. 산업용 이더넷

OPC UA는 현대적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에 기반한 것으로, 

기존의 필드버스 솔루션에 대한 이상적인 보완책입니다. OPC UA는 – 

적용된 개별 필드버스 및 산업용 이더넷 시스템을 불문하고 - 100% 

포괄적 범용성과 일관성을 겸비한 생산 시설용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이와 동반된 해당 규격사양들은 이미 POWERLINK, PROFINET, 

EtherCAT 및 SERCOS 등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OPC UA는 상위 프로토콜 레이어들을 위한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

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OPC UA와 POWERLINK

OPC 재단과 EPSG는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없는, 생산 시스템 내

부 및 시스템 간의 통신 환경 개발에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양대 기관은 동반 규격사양 제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설비 데이터는 OPC UA 서버로부터 기계설비 컨트롤러로 

매핑되어, 해당 데이터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향후, POWERLINK 프로토콜에 OPC UA 규격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동기 상태에서, POWERLINK는 - 실시간 데

이터와 독립적으로 - 모든 이더넷 프로토콜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POWERLINK와 IT 환경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도 필요하지 않은 까

닭에, 결국 게이트웨이도 불필요한 셈입니다. 한편 SCADA 시스템도 

센서 접근, 파라미터 변경 또는 진단 정보 검색 등의 작업에서 OPC 

U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OPC UA 서비스를 제한없

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C U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POWERLINK PROFINET EtherCAT SERCOS III

IEEE802 Ethernet

OPC UA는 de facto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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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기능
|

지난 10년에 걸쳐 생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증가해왔습니

다. 유럽연합이 2006/42/EC Machinery Directive (기계류에 대한 

지침)를 도입함에 따라, 기계 및 플랜트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에 주의

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작업자

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계 자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적인 솔루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는 새로운 기

계의 필요성을 갖게 했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safety 컴포넌트를 사용

하게 하였습니다. 다수의 새롭고 혁신적인 safety 제품들 덕분에, 그들

은 safety 솔루션의 개념적 설계를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 또한 가능하

게 했습니다. 더이상 비상정지로 기계의 모든 파트를 불안정하게 멈추

게 하는 것만이 safe reaction이 아닙니다. 안전 제한 속도에서 지속적

인 작동과 같은 Smart safe reaction은 기계의 최고 속도로 다시 되돌

리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경우에 필요한 보호 수준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그것은 작업자와 기계간에 보

다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드와이어 대신 통합된 네트워크

기존의 safety 장비는 전용 스위칭 회로에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대부분 로직은 완전한 하드웨어에 맞춰집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 

이 방법을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갈수록 많은 기계 제조업체

들이 통합 safety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afety 관련 데

이터 교환을 위해 기존의 필드버스를 사용하여 safe 프로그래밍이 가

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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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웨어 컴포넌트의 저렴한 구매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의 비상정지 버튼보다 쉬운 시스템이라 하

더라도, 통합 네트워크 safety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은 컴포넌트의 갯수뿐만 아니라 케이블링을 줄이고 구성, 파라미터 세

팅과 함께 배선을 교체하여 safe 로직 디자인의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

합니다. 또한, 에러에 대한 진단이 매우 간단해지고, 중앙 데이터 저장

소와 결합하여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공장과 기계들의 최대 가용성

은 통합 네트워크 safety 기술에 의해 제공됩니다.

-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되는 safety 센서.

- 컴포넌트 정보의 직접적인 판독.

-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자동화 컴포넌트 파라미터 세팅을 통한 유지

보수의 간편화.

- 런타임 중 파라미터 세팅을 통한 보다 안전한 운영모드 전환.

- 제거된 릴레이로부터 발생되는 대기 시간과 그에 따른 응답시간의 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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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방법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safety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는 카운터, 타이머 또는 속도 모니터링과 같은 펑션 블록들이 사용되었

습니다. 전용 safety 컨트롤러에서 실행시킴으로써, 기존의 hard-

wired safety 회로를 대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safety 어플

리케이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safety 어플리케이션과 표준 I/O 모듈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safety 데이터를 전

송함에 따라, 개별적인 케이블링의 교체가 가능하고 이것은 비용과 

safety 설치의 복잡성을 상당히 최소화 시켜 줍니다. 기존 네트워크 연

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 레이아웃 및 옵션은 전용 safety 연

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라이프 사이클 동안 기존의 

공장과 기계들의 수정 뿐만 아니라 safety 어플리케이션 설계의 유연

성과 독자성을 향상 시킵니다. 게다가, 진단 신호들은 추가적인 하드

웨어 없이도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safety의 사용은 엔

지니어링 속도를 높이고 시장 출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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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필드버스 네트워크

safety 필드버스들은 공장이나 기계의 컴포넌트 설치를 간소화 시켜줍

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케이블이 필요한데 하나는 전원, 또 하나

는 통신을 위한 것입니다. 센서들은 safety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신호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요구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감소합니다.

블랙 채널 원리 (Black Channel Principle)를 사용함으로써, safety 관

련 데이터와 진단 정보는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교환됩니다. 이

것은 더 빠른 응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일부 프로토콜들을 활용할 경우, 운전 모드 변경 시 최적화된 파

라미터 설정을 센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교

체 시에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별도로 파라미터를 조정할 필요가 없도

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고 다운타임은 감소시

킵니다.

표준 버스 또는 네트워크 라인을 통한 

safety 데이터 전송

블랙 채널 원리는 동일 네트워크 또는 버스 라인을 통해 전혀 문제없이 

표준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라인에 사용되는 주기적인 데

이터 전송 메커니즘에서 독립된 safety 컴포넌트들은 근본적인 네트워

크 채널에서 분리된 안전한 프로토콜 터널링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필드버스들은 물리적 특성 없이 순수한 어플리케

이션 프로토콜이며, 사용 가능한 대역폭과 사이클 타임은 사용되는 데

이터 전송 프로토콜에 의존합니다. 

데이터 전송 및 적정 대응조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은 

IEC 61784-3 표준 규격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에러 발생 방지는 

safety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시행될 필요가 있

습니다. 요구되는 전송 에러 감지의 수준은 도달해야 하는 safety 레벨

에 달려 있습니다.

Black Channel 원리 
|

“Black Channel”

Safety
Application

Standard
Application

Safety layerSafety layer

Safety
Application

Standard
Application

Industrial Ethernet, Fieldbus, Backplanes...

Communication ProtocolCommunication Protoco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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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hannel mechanism 

32



시스템 비교:  
5대 주요 기술

3rd Edition

CIP Safety 
“CIP Safety” 프로토콜은 EtherNet/IP 또는 DeviceNet을 통한 safety 

데이터 전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CIP (Common Industrial 

Protocol) service를 기초로 사용함으로써, CIP Safety 프로토콜은 타

겟(target)으로 불립니다. 생산자와 고객간의 safe time 동기화는 순

차적인 모니터링에 달려있습니다.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노

드 간의 동기화와 safe 메시지의 시작 시간은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처리된 데이터는 최신 상태를 보

장합니다. Safe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Safety Validator Objects”가 

사용되며, CIP Safety 네트워크 상에서 완전한 상태의 메시지를 구성

하고 보장합니다. 이러한 객체들 역시 safety 통신과 필드버스 또는 사

용되는 네트워크 간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프로토콜은 단일 전송 또는 멀티캐스트 연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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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은 8비트부터 32비트 CRC까지에 이르는 5가지의 다른 포맷을 사용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사이즈가 체크섬 계산 범위에 들어야 하고, 1 또

는 2 바이트인지, 3 ~ 254 바이트 사이인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Unique Node Identifier” (UNID)는 safe 노드의 고유 식별을 위해 사

용되며, 네트워크 ID와 MAC 주소와 같은 노드 주소의 조합입니다. 그

것은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적으로 설정되거나 소프트웨어 구성

을 통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승 단계에서 설계자는 네트워크에서 설

정된 UNID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게다가 timeout delay, ping 

interval, 또는 최대 노드 수와 같은 파라미터들은 Safety Configuration 

Tool (SNCT)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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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safe

PROFIsafe는 safety 텔레그램의 전송을 위해 “Master-Slave”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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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evices”라고 불리는 모든 구성된 슬레이브와 safety 관련 데이터

를 주기적으로 교환합니다. 각 F-Device는 F-Host와 F-Slave 사이에

서 “Safety PDUs” (Protocol Data Unit)라고 불리는 safe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F-Driver를 가지고 있습니다. PDUs의 CRC 계

산은 전달되는 메시지 크기에 좌우되는데, 12 byte 까지의 “slim 

PDU”이고 123 byte까지의 “long PDU” 사이에서 식별됩니다. 

CRC23이 slim PDU 계산에 사용되는 반면, CRC 32는 long PDU 계

산에 사용됩니다. 텔레그램이 올바른 순서로 도착했는지 알아내기 위

한 메시지 수신자로써, PROFIsafe는 safety 텔레그램을 위해 연속적

인 번호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텔레그램을 받으면 리셋되는 허용 오

차 시간 (F-Watchdog Time)의 모니터링은 항상 현재 유효한 텔레그

램들이 읽힐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위 F-Parameter (PROFIsafe 

parameters) 들은 F-Host와 F-Device 사이의 고유 식별자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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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깃 주소들은 DIP 스위치를 통해 디바이스에서 직접 조정되어야 합니

다. F-Device는 “GSD” (General Station Description)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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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전송을 통해 그것의 configuration을 받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

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여 PROFIsafe Device로 전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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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 (Collaborative product design) 엔지니어링 툴에 통합되어 있

습니다. 제품 설계자에게 이것은 F-Device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서는 GSD 파일이 생성되어야 하고 CPD-Tool로의 인터페이스는 각 제

품마다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ROFIsaf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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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AFETY 

OpenSAFETY는 필드버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safety 관련 데이터 전

송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더넷 기반이든 아니든, 모든 

필드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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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openSAFETY 네트워크의 모든 소비자들

이 생산자(Master)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처리한다는 것입니

다. 각 openSAFETY 노드는 고유한 UDID (openSAFETY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팅 프로세스를 진행

하는 동안, Safety Configuration Manager는 해당 장치 유형과 UDID

를 확인하고, 올바른 네트워크 구성의 사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

다.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해당 파라미터들은 safety 노드 (SN)

로 전송됩니다. 자동 구성은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가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openSAFETY Object Dictionary (SOD)는 개별 노드의 모든 파라미터 

및 구성을 관리합니다. 노드 구성 및 부팅 과정이 일단 완료되면, 생산자 

(Master)와 소비자 (Slave) 간의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이 때 안전에 중요한 프로세스 데이터 전송을 위해, Safety Process 

Data Objects (SPDO)가 사용됩니다. openSAFETY 프레임은 두 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1 ~ 8 바이트 범위의 페이로드에는 

CRC 8을, 9 ~ 254 바이트 범위의 페이로드에 대해서는 CRC 16을 사용

하여, 최대 254 바이트의 safety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openSAFETY는 매우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open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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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은 SCM에 의해 주소화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스위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openSAFETY 네트워크의 최대 설정 수는 백만개 

이상의 safe 노드와 함께 총 1023개의 openSAFETY Domain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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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브를 

사용하여 EtherCAT을 통한 safety 데이터를 위한 전송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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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브로 보내는 동시에 감시 타이머를 실행시킵니다. 슬레이브는 

마스터로 데이터를 돌려보내기 전에 수신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산

합니다. 이 경우, 슬레이브 역시 감시 타이머를 실행시킵니다. 슬레이

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스터는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 후에 감시 타

이머를 정지시킵니다. 이 사이클이 완료되면 비로소 마스터는 새로운 

Safety PDU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safe 통신은 항상 

하드웨어와 사용된 토폴로지에 좌우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주소 관계는 “FSoE-Conn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유한 Connection ID로 특징지어집니다. 16 bit 

Connection-ID는 마스터에 의해 각각의 슬레이브로 전송됩니다. 사

용자들은 각 슬레이브에 고유한 ID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

다. 램프 업 (ramp-up) 시퀀스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모든 메시지마다 0부터 65535까지의 “시퀀스 번호” 

(Sequence Number)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현재 유효한 메시지만 처

리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개별 장치의 어드레싱은 DIP 스위치를 사용

하여 하드웨어를 설정함으로써 고유한 노드 번호의 지정을 요구합니

다. 각 FSoE 마스터는 “FSoE Slave Handler”를 통해 슬레이브와 통신

하는 “FSoE Master Handle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마스

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추가적인 “FSoE Slave Handler”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마스터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송하는 PDU

를 보호하기 위해, Safety Data의 2 byte 마다 CRC 16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10 byte 전송을 위해 CRC 16이 5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이와 같은 파라미터 설정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프로세

스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이어

야 합니다. FSoE 사양에는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세부사항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개별 FSoE 슬레이브가 올바른 파라미터를 수신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Application Layer (AL)

Safety-over-EtherCAT Software Architecture

Application

Safety Application

Safety Management

Safety Objects Safety Data

EtherCAT Data Link Layer (DL)

EtherCAT Physic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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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Black- 
Channel 
based 

+ + + +

IEC 61784-3 + + + +

Certification 
body 

TÜV Rheinland
IFA 

TÜV Süd
IFA 

TÜV Süd
TÜV Rheinland 

TÜV Süd 

일반적으로 모든 다양한 통합 safety 기술은 safety 요구사항을 똑같이 충족

시킵니다. 그것들은 IEC61784-3 표준과 SIL3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Black 

Channel”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safety 측면을 고려하더라

도, 기술은 컴포넌트 제조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차이는 문제 해결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에 기술 통합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SIL3 certified
(IEC 61508)  + + + +

Suitable
for SIL4 o o + o

openSAFETY 기술은 SIL3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PFD)를 포함한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SIL4 인증을 받을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Payload Data 
duplication 
support 

+ – + –

Multicast 
messaging 
support  

+ – + –

Safety device 
configuration  + o + o

Safe motion 
control o + + +

Safety 장치 설계에서 기술에 대한 고려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Safety 프레

임의 복잡함에 따라 그 구성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구현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멀티 캐스트 메시지 지원은 빠른 응답 시간을 가능하

게 합니다. 결국,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과 필요한 바닥 면적 감소를 위한 전체

적인 공장 또는 기계 설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또는 장비 교체 후, safety 슬레이브는 safety 마스터에 의해 자동적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터페이스는 장치가 서로 다른 마스터들에 의

해 구성될 수 있도록 고유하고 특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PROFIsafe를 위한 iPar-서버가 개발되었습니다. 과거 시장에서 

이것의 상호 운용성 상태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가 아닌 마스터

의 제조업체에서 구성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4월, sercos International (SI) 사용자 그룹은 SERCOS III에서 

CIP safety를 위한 Safe Motion Profile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발행될 때까지, CIP safety에 기반을 둔 Safe Motion Profile은 불

가능해 보였습니다. FSoE는 캡슐화된 safe 데이터를 safe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한 safe 파라미터 표시 채널을 제공하지만, safe 어플리케이션 파

라미터의 주소지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합 Safety 시스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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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구현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Legal 
limitation  + – + –
Investment 
security o o + o

Time-To- 
Market   + + + o

Imple- 
mentation – o + +
Current 
market share o + o –
certified  
stack available + + + –

장치 제조업체들에게 독립성 및 구현 비용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모

든 라이선스 비용, 소프트웨어 스택, 적합성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한 모든 비용

을 비교하여 감안합니다. 각 기술의 복잡성과 구현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와 비

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ROFIsafe와 FSoE는 사용자 그룹의 프로토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드버스들이 조합되어 있다면, 몇 

개의 safety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다. CIP Safety는 Black Channel 내

에서 전용 CIP Abstraction Layer 구현 엔지니어링 노력이 증가됩니다. 우리

의 연구에 따르면 FSoE 슬레이브는 개발 중에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인증된 

FSoE 슬레이브 스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장치에 safety 기술 구현을 위한 잠

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Supported 
Industrial 
Ethernet 
protocols   

EhterNet/IP
SERCOSIII PROFINET 

PROFINET
EtherCAT 

EtherNet/IP
Modbus 

POWERLINK
PROFINET
SERCOSIII

EtherCAT  

Open-Source 
Implementation 
available   

– – + –

통합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Stack 
compatibility o o + –

Performance  o o + o

Addressing   + – + –
Safe Reaction 
Time o o + o

 

다른 제조업체의 safety 제품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모든 스

택의 호환성은 필수적입니다. 

openSAFETY의 개방형 소스 전략은 스택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Safety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는 고유의 ID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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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safe와 FSoE 프로토콜은 각 safety 장치에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주소 설정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컨트롤 케비넷에서 safety 장치의 

설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지보수 중 파라미터 설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주소 지정의 형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컴포넌트들이 자동적으

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위치를 사용하여 모듈형 기계의 컨셉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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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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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문에 슬레이브 (타깃) 사이의 cross-traffic은 불가능합니다.

openSAFETY 스택은 safety 통신을 위한 유일한 개방형 소스 소프트웨

어입니다. 기술적으로나 법적인 관점에서 openSAFETY는 완벽하게 기

술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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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Safety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safety 네트

워크의 성능은 기본 데이터 프로토콜 선택이 가능한 대역폭과 사이클 

타임뿐만 아니라 cross-traffic을 통한 데이터 통신 또는 핫 플러깅 기

능과 같은 기능적인 특징에 의존합니다.

Cross-traffic은 safety 기반의 시스템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

다. Cross-traffic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safety 노드는 마스터를 

통해 라우팅을 하지 않고 서로 직접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반응 시간이 보장됩니다. Cross-traffic

을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safety 노드는 네트워크의 safety 마

스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드버스 마스터 노드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리고 필드버스 마스터 노드는 이를 받아 receiving safety 노드로 전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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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방향 가속도의 제곱으로, 신호 

전송 시간의 4배로 증가하여 비상 정지 거리를 16배로 연장시키는 결

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Criteria CIP Safety PROFIsafe openSAFETY FSoE 

CRC range  8-32 bits 24-32 bits 8-16 bits 16 bits 

Required CRC 
computations for 
20 bytes net data  

2 1 2 10

Number of 
different CRC  5 2 2 1 

 

필요한 체크섬의 수의 증가는 구현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더 높은 개발 비용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중 CRC의 계산은 매우 느리게 반응하여 

safety에 방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openSAFETY Failsafe over EtherCAT

POWERLINK
Master

Safe
PLC

Safe
Sensor

Safe
Motion1

X

Safe
PLC

Safe
Sensor

Safe
Motion1

X

2
3

EtherCAT
Master

4

Task: 
(X) Safe Sensor has to send data to Safe Motion

Solution: 
(1) Safe Sensor sends data to Safe Motion

Task:
(X) Safe Sensor has to send data to Safe Motion

Solution: 
(1) Safe Sensor sends data to EtherCAT Master
(2) EtherCAT Master relays data to Safety Master
(3) Safety Master sends data to EtherCAT master
(4) EtherCAT master relays data to Safe Motion

Cross-traffic으로 인한 짧은 신호 전송 

시간의 예: Cross-traffic은 safety 노드

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보장

하며 (왼쪽) 반면에, cross-traffic을 지원

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신호 경로가 4배

가 됩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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