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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산업용 통신망에서 통신과 산업용 이더넷을 융합하여 고속으로 로 ,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하자고 

하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의 큰 문제 으로 작용하 던 

 네트워크 결함 발생 시의 체 네트워크 차단 문제  이블의 배선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WDM 방

식을 용한 싱   코어 기반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술을 제안하 다. 한 해당 기술의 성능 검증을 

하여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을 구   성능 검증에 한 내용을 종합 으로 기술하 다. 

ABSTRACT

Recently in industry communication, the efforts that use robot and automation system increased by cooperation with optical 

communication and industrial Ethernet.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total network blocking when network fault 

happens and wiring problem of optical cable, which were big serious disadvantage in industrial optical network systems, we propose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technique based on single optical core, which applying WDM method. We describe 

the content for implementation of WDM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module and performance evaluation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related technolog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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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통신 기술은 사무 자동화 역은 물론 산

업 자동화 역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용이 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산업 자동화 역에서는  

통신 기술의 장 인 장거리 네트워크 구성  고신뢰

성의 장 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어시스템에 활용이 

되고 있어 그 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

통신을 산업용 이더넷에 용하여 구 한 연구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410

[2-6]는 많이 있었으나 WDM을 용한 연구는 없었

다. 한  부분의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이 되

는 통신 방식이 단방향(uni-direction) 통신을 기반

으로 하는 로벌 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

고 있어 네트워크 결함 발생 시 체 네트워크가 차

단이 되는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다[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신 통신 기술 의 하나인 WDM(Wave-

length Division Multiplexing) 방식과 산업용 이더넷 

통신 기술 의 하나인 이더캣(EtherCAT,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기술을 용한 WDM 방식

의 싱  코어 양방향  EtherCAT 통신 기술을 제

시함으로서  네트워크의 배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화 시스템의 구 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신뢰성  성능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8-9].

논문에 구성은 1장 서론을 기 으로, 2장에는 산업

용  통신 기술의 반 인 구조와 문제  등을 지

하 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WDM  이더캣 통

신 기술을 제안하 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WDM 

 EtherCAT  모듈의 설계  구 을 수행하 으며, 

5장 결론  앞으로 계획 순으로 작성이 되었다. 

Ⅱ. 양방향 광 이더캣 통신 기술

통신 기술은 시스템 내ㆍ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기 EMI 노이즈에 한 강인한 면역성과 수 Km의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 을 기반으로 재 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용 어 리 이션에 

용이 되고 있다. 산업용 시스템에 용되는  통신의 

경우 일반 사무용 데이터 송용 통신과는 달리 실

시간 제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다축의 네

트워크 기반의 서보 장치들에 한 모션 제어를 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재 산업 장에서 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의 

경우 부분이 그림 1과 같이 단방향 통신을 기반으

로 하는 링 구조 형태의  네트워크기반의 제어 시

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  : SERCOS 통신).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시스템

의 경우 이블 단선  네트워크 에러 발생 시  

제어 네트워크 체가 다운이 되는 치명 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7].

그림 1. 단방향  네트워크 구성  에러 발생 시 
디바이스 상태( 로벌 링 네트워크)

Fig. 1 Configuration of uni-directional optical network 
device status when error happens(global ring 

network)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통신 제어시스템을 

용하는 부분의 산업용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   네트워크 시스템

을 별도로 구축하여 에러 발생 시 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메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역할을 신 수

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

시 추가 시스템 설치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

여 효율 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산업용 이더넷 기술의 격한 발 으로 

인하여 자동화 시스템에도 산업용 이더넷을 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 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용 이더

넷 기술에  인터페이스를 용하는 제어시스템 역

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용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특징은 

제어기와 하 의 네트워크 모듈 간의 로벌 링 네트

워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상  

제어기와 하 의 첫 번째 모션 간의 로컬 링 네트워

크를 구성한 후 네트워크 모듈 추가 시 이러한 링 네

트워크를 확장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용하고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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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방향  네트워크 구성  에러 발생 시 
디바이스 상태(로컬 링 네트워크)

Fig. 2 Configuration of uni-directional optical network 
device status when error happens(local ring network)

로컬 링 네트워크 방식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특정 

네트워크 장치  이블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림 1과 같이 네트워크 체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발생한 네트워크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

들은 자체 인 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상 인 동

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 역시 각 모듈 간에 2개의  네트워크 라

인이 연결되어야 하는 배선의 어려움과 네트워크 결

함이 발생한 장치에 해서는 여 이 해법이 없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양방항  이더캣 통신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좌)단일 네트워크 구성, (우)이 화 네트워크 구성
Fig. 3 Configuration network system based on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left) configuration of single network, 
(right) configuration of double network

본 논문에서는 통신의 송수신 장 역을 다르게 

사용함으로서 하나의 이블 만을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 WDM  인터페이스 

기술과 산업용 이더넷 기술 의 하나인 이더캣 통신

을 결합한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술을 용한 새

로운 형태의  모션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양

방향  이더캣 통신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이블 만으로도  네트워크 시스템의 연결  제

어가 가능하며 기존의 방식과 같이 2개의 이블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 

가능하게 된다[7-9].

한 그림 4의 우측 연결과 같이 양방향  이더캣 

통신 시스템을 기존의 로벌 링 네트워크 형태로 구

성할 경우 네트워크 이블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도 네트워크 장치들이 자체 인 양방향 오토 루 백

을 수행 함으로서 모든 장치들이 정상 인 구동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4.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에러 발생 시 디바이스 상태

Fig. 4 Device status when error happens network 
system based on bi-direction optical EyheCAT 

communication

Ⅲ. 양방향 광 이더캣 통신 모듈 설계 

WDM 양방향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계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송수신 장을 정합시키는 

부분이다. WDM 방식의 경우 기본 제가 송수신 

장을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그림 5와 같이 장

치들 간의  장 역의 서로 역으로 연결이 되어야 

정상 인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통신의 

기본 특성 송 장치의 출력(TX)은 입력 장치의 입

력(RX)로 수신되며 입력 장치의 출력(TX) 다시 송 

장치의 입력(RX)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구조를 용하 을 경우 양방향  이더캣 

통신의 사용을 한 장의 변경은 크게 WDM 컨버

터와 연결된  이더캣 모듈의 입력 포트 부분과  

이더캣 모듈의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 사이의 2가지 

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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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DM 방식의  이더캣 네트워크 연결시 
 송수신 장의 설계

Fig. 5 Design of wavelength of optical 
transmitter-receiver when connecting optical 

EtherCAT of WDM method

WDM 방식을 용한 싱   코어의 기반의 양방

향  이더캣 통신 로토콜의 구조는 개방형 통신 

시스템의 표  모델인 OSI-7 계층  Physical 

Layer(1계층), Data Link Layer(2계층), Application 

Layer(7계층)의 3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러

한 계층 구성은 산업용 이더넷 기반의 제어 네트워크 

로토콜의 구조를 그 로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 구조
Fig. 6 Structure of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module

양방향  이더캣 통신 구 을 한 Physical 

Layer에는 WDM 방식의  통신의 지원하는 서로 

다른 장 역의 WDM Transceiver와 100Mbps  

데이터 송을 한 PHY가 구성이 된다. Data Link 

Layer에는  통신  데이터 네트워킹의 제어를 수

행하는 Network Controller  네트워크 정보를 장

하는 EEPROM 으로 구성이 된다. 마지막 계층인 

Application Layer에는 양방향  이더캣 통신 서비스 

로토콜 스택이 탑재될 DSC(Digital Signal Con-

troller)로 구성이 된다. 세부 인 구조  연결 구성

은 그림 6과 같다[10].

Ⅳ.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 구현

본 논문을 통하여 제안한 WDM 방식의 싱   

코어 기반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의 타당성  설

계 구조의 검증을 하여 그림 7과 같이 2포트를 지

원하는 WDM 방식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을 

구 하 다. 

그림 7. WDM 방식을 용한 싱   코어 기반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

Fig. 7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module based on single optical core applying WDM 

method.

개발된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의 기본 

인 사양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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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성능사양

통신 방식 양방향  이더캣 통신

통신 속도 100Mbps

 입력 포트 장
TX : 1550nm

RX : 1310nm

 출력 포트 장
TX : 1310nm

RX : 1550nm

네트워크 방식  기반 데이지 체인 방식

표 2.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module

개발한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의 경우 

자체 인 네트워크 모듈로서도 동작이 가능하지만 추

가 인 모듈과 결합되어 연동제어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 그림 8은 이미 개발된 서보 드라이버 

모듈과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이 결합된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반의 서보 드라이버 

모듈을 나타낸다. 

그림 8.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과 결합된 
서보 드라이버 모듈

Fig. 8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module and combined servo drive 

module

Ⅴ. WDM 양방향 광 이더캣 통신 모듈 실험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9와 같은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스

템의 구성은 명령 지령을 수행할 노트북 제어기, 

WDM  통신 변환을 수행할 WDM 컨버터, 그리고 

WDM 양방향  통신 기반의 서보 드라이버 모듈 2축

으로 크게 구성이 된다. 상 에 WDM  컨버터가 별

도로 추가된 이유는 재 상  제어기에 WDM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제어기가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상용 WDM  컨버터를 구입하여 구성을 하 다. 

그림 9. 양방향  이더캣 통신을 용한 2축 서보 
제어 시스템 구성

Fig. 9 Configuration of 2-axis servo control system 
applying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communication

WDM 양방향 통신의 성능 검증을 도우 기반

의 소 트 리얼타임 커 이 탑재된 INTime 소 트웨

어[12]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WDM 양방향 통

신의 사이클 타임  업데이트 타임을 측정하여 성능

을 검증하 다. 측정된 결과는 그림 10, 11과 같다. 

그림 10. INTime을 통한 양방향  이더캣 성능 
측정 결과 1

Fig. 10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1 of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through I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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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NTime을 통한 양방향  이더캣 성능 
측정 결과 2

Fig. 11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2 of 
bi-directional optical EtherCAT through INTime

그림 10과 11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축 

네트워크 모듈을 기 으로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시스템의 사이클 타임은 500us를 만족하 으며, 

업데이트 타임은 100us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한 포트 당 2개의 이블을 이

용한  이더캣 통신의 성능과 거의 흡사한 결과이다. 

즉, WDM 방식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술을 

용함으로서 이블 수 감소, 이 화 시스템 구  등의 

장 을 가지면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

의 큰 문제 으로 작용하 던  네트워크 결함 발생 

시의 체 네트워크 차단 문제  이블의 배선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WDM 방식의 싱 코어 기반

의 양방향  이더캣 통신 기술을 제안하 으며, 해당 

기술의 성능 검증을 하여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을 구 하 다.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의 세부 성능 

검증을 하여 2축의 WDM 양방향  이더캣 기반의 

서보 드라이버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 후 상  제어기 

단에서 리얼타임 제어 소 트웨어인 INTime을 이용

하여 사이클 타임  업데이트 타임을 측정하 다. 측

정 결과 500us 사이클 타임과 100us 이하의 업데이트 

타임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모션 네트워크 시스템

의 요 요소인 1ms 이하 벨의 리얼타임 제어 성

능을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WDM 양방향  이더캣 통신 모듈을 이용

한 서보 드라이버의 제어 성능에 한 추가 인 연구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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