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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화 시스템에서 산업용 기구와 

다수의 공정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신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Ethernet 기반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동기 제어의 모션 컨트롤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Ethernet 기반 산업용 모션 필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적용한 슬레이브 스택을 
구현하였다. 산업용 모션 필드 네트워크 기본 
프로토콜 스택은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의 7 계층 중 1 층(physical layer), 
2 층(data link layer), 7 층(application layer)을     
사용한다. 

  
Table 1 Comparison of reference model OSI 

  
OSI 산업용모션필드 네트워크  

7 층(application layer) 모션필드 네트워크 

6 층(presentation layer) 없음 

5 층(session layer) 없음 

4 층(transport layer) 없음 

3 층(network layer) 없음 

2 층(data link layer) 모션필드 네트워크 

1 층(physical layer) 표준 Ethernet PHY IEEE802.3u 

 
본 논문에서 제안된 산업용 모션필드 

네트워크 슬레이브 스택 Soft IP 는 Altera 사의 
Cyclone-III EP3C120F780C7 FPGA 에 구현되고 
ARM7 CPU 와 외부 인터페이스 가능한 모듈로 

구현하였다.  
 

2. 본론   
2.1.  PLL 및  Block RAM 
본 논문에서 구현한 산업용 모션 필드 

네트워크 슬레이브 스택 Soft IP 는 100Mhz 
주파수로 동작하며 25Mhz 외부 주파수를 
PLL 을 이용하여 100Mhz 구동 클록을 
생성한다. 내부에 사용된  ROM 과 RAM 은 
Altera FPGA 내부 메모리 셀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Fig. 1 은 Soft IP 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Fig. 1 Block Diagram  
 

Fig. 2 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Soft IP 내부에 
사용하는 클록들의 파형을 나타낸다.   

 
 
 

 
 

 
Fig. 2 Frequency wa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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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PU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구현된 Soft IP 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통해 제어되며 Fig. 3 은 Soft IP 와 
호스트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Fig. 3 Interface between Soft IP and CPU 

 
Fig. 4 는 설계된 모듈을 나타낸다. 베이스 

보드는 FPGA 모듈과 CPU 모듈이 결합 가능한 
구조이며 주변 장치로 JTAG 포트, 네트워크 
포트, I/O 포트(16ch), ID switch, LED 로 구성된다.  

 
 

 
 

 
 

Fig. 4 Prototype board  
  
Table2 는 구현된 슬레이브 스택 Soft IP 를 

Cyclone III EP3C120F780C7 FPGA 에 적용한 
Quartus II 컴파일한 결과이다.   

 
Table 2 Quartus II Compilation Result 

 
측정 요소 사용량 

Total logic elements 14,352/119,088 (12%) 
Combinational function 112,293/119,088(9%) 
Dedicated logic registers 8,474/119,088(7%) 
Total memory bits 590,848/3,981,312(15%) 
Total PLLs 1/4 (25%) 

 
3. 실험   

구현된 산업용 모션 필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최대 전송주기 31.25us 이며 
최대 16 축을 제어 할 경우 500us 의 전송 
주기를 갖는다. 구현된 슬레이브 테스트모듈은 

마스터 모션 필드 네트워크 보드를 이용하여 
16 축 네트워크 링크 기능을 검증하였으며 Fig.  
5, Fig. 6 과 같이 16 축에 대한 스캔 타임을 
측정하였다. 

    
 
 
 

 
 

Fig. 5 Link test environment  
 
 
 
 
 
 

 
Fig. 6 Scan time check at 16 axes  

 
4. 결론 

 
본 논문은 Ethernet 기반 산업용 네트워크인 

모션 필드 네트워크 Soft IP 를 구현하였고 
Altera FPGA 모듈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기능 
검증을 완료하였다. Soft IP 는 여러 종류의 
FPGA 에 사용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I/O 
및 다른 기능 로직을 하나의 FPGA 에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연하고 
이식성이 높은 산업용 네트워크 슬레이브 모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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