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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therCAT Slave Controller

1. 서론

산업용 생산 시스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자동화 되어 오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은 이러한 

자동화 생산 기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다수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제어기는 필드버스(Fieldbus)라고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되어 있다.

산업용 로봇의 제어 성능은 단일 축의 제어 정밀

도 뿐만 아니라, 축 간의 상호 제어 오차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산업용 로봇의 제어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축 간의 신호 동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필드버스가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ether-

net을 기반으로 하는 필드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EtherCAT은 이러한 ethernet 기반의 표준 프로토콜

로 산업용 로봇 제어에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로봇의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DSP를 이용하여 EtherCAT 

슬레이브 모듈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개발

된 제어기에 대해 소개 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EtherCAT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EtherCAT 슬레이브 제어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2. EtherCAT 프로토콜의 개요

EtherCAT 프로토콜은 2002년 독일의 Beckhoff사

에서 개발되었으며, 2003년 11월에 EtherCAT tech-

nology group을 결정하여 기술을 공개한 개방형 

산업용 ethernet 프로토콜로, IEEE 802.3 표준을 

확장하여 예측 가능한 시간지연 및 뛰어난 동기화 

특성과 다양한 토폴로지의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Nopen 표준과 SERCOS 표준에서 사용하는 데

이터 구조를 지원하여 호환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EtherCAT은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마스터에서 전송한 데이터 프레임이 각각의 

슬레이브를 지나 다시 마스터로 되돌아 오는 논리

적 링 토폴로지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각각의 슬레

이브는 데이터 프레임이 지나갈 때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각 슬레

이브 모듈에서 데이터 송수신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은 수nsec(10-9초) 정도이다. 이때 마스터는 일

반적인 ethernet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이용

하여 구성되지만, 슬레이브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

를 교환하기 위한 전용 로직이 필요하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3. EtherCAT 슬레이브 제어기

EtherCAT 슬레이브 모듈은 EtherCAT 네트워크

를 구성하기 위한 전용 ASIC을 사용하는 

ESC(EtherCAT slave controller) 부분과, 이를 제어

하고,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연산하기 위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성되어 있다.

ESC는 Beckhoff사의 ET1100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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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EtehreCAT Salve

DSP는 TexasInstrument사의 TMS320F28335를 사

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2개의 RJ45커넥터와 ethernet transceiver를 사용하

였다.

DSP와 ESC는 16bit async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DSP의 내부 데이터 길이를 

16bit로 사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ESC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PI와 같은 직렬 인터페이스 

보다 데이터 접근 시간과 전송 시간이 빨라, 시스템

의 응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2는 EtehreCAT 슬레이브의 구조를 나타낸

다. 크게 ESC와 DSP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ESC 

내부에는 설정 및 제어를 위한 레지스터 부분과, 

SDO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일박스, PDO 전송을 

위한 FMA 구조가 있으며, DPRAM형식으로 외부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DSP 부분은 크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부분, 일반적인 EtherCAT 스택에 해

당하는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 접근 부분으로 나누

어 져 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CiA402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드라이버 프로파일

을 사용하며, 실제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4개의 디

지털 입력과 4개의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였다. 또

한 일반적인 EtherCAT 스택에서는 상태 천이를 

담당하는 state machine과 PDO를 처리하는 부분, 

SDO를 처리하기 위한 mailbox, 그리고, CANopen 

프로파일과 EtherCAT을 연결해 주는 CoE 매핑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접근 

부분에서는 16bit async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각종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정의하

고 있다.

EtherCAT 슬레이브의 테스트는 Windows기반 

PC에 설치된 TwinCA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winCAT 프로그램은 Beckhoff사에서 제작한 

EtherCAT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EthetCAT 슬레이

브의 연결, 상태변환, 데이터 입/출력 및 슬레이브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EtherCAT 네트워크 프로

토콜 중 하나인 EtherCAT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브 모듈을 설계하고 제작 하였으며, 

네트워크 평가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특히, 제안하는 EtherCAT 슬레이브 모듈은 고속 

반복 연산이 뛰어난 DSP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16bit async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응답 시간을 

단축하였다. DSP 기반의 EtherCAT 슬레이브 시스

템은 산업용 생산 시스템 및 로봇의 다축 모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한 슬레이브 시스템을 실제 산업용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슬레이브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지연과 지터발생 정도, 

슬레이브 모듈과 마스터 간의 동기화 성능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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