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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현장의 생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한 산업용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공장설비, 공정제어 

설비, 빌딩자동화, 인프라 부문에서 고속 제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에 Ethernet
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프로토콜 시스템을 적용하

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산업용 Ethernet 기술

이 공정 자동화, 전력 IT, 모션 분야 등 전 산업 

분야로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1-2].
EtherCAT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요구 사항 분석 및 명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품질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표현과 

검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복잡한 개발 

과정에서의 분석오류는 시스템의 결함과 직결된

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스템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UML(Unified Model Language)을 이용한 

개발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 사항 

및 제약 사항에 관련된 항목이 반영된 모델을 설계

하고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

하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는 EtherCAT 및 UML에 대한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3장에서는 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설

명하고, 4장에서 요약 과 결론을 제시한다.

2. UML 다이어 그램 및 EtherCAT 네트워크

UML은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를 위한 모델링 

언어로 모델링이란 시스템을 추상화 하는 과정에

서 사용하기에 모델링 언어라고 한다[14]. UML의 

개발과정은 최초 순서에 의해 요구분석은 사용자

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개발 초기에 용역을 

의뢰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알기위해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구축할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요구분석의 단계가 필요하고 이것의 문서

화가 필요하다. 이 단계는 또한 고객과 공급자간의 

마찰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써도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요구분석의 결과물 로는 시

스템에 요구하는 기능을 적어놓은 일반적인 문서

가 된다. 
EtherCAT 프로토콜은 2002년에 독일 Beckhoff사

에서 개발 된 이후 2003년 11월에 EtherCAT technol-
ogy group을 결성해서 기술을 공개한 개방형 산업

용 Ethernet 기술이다. 또한, 뛰어난 동기화 특성과 

함께 제한된 토폴로지에 의존하지 않는 성능을 

가진다[3]. EtherCAT 프로토콜의 전송 방법은 브로

드캐스트(broadcast) 방식으로 마스터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한다. 데이터 프레임은 하나 이상의 

텔레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텔레그램은 마

스터와 통신 모듈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

한다. 즉, EtherCAT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의 텔레그램이 통신 모듈을 통과하는 동안 해당 

모듈에 전달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전송할 데이터

가 있으면 해당 텔레그램에 삽입하여 전송한다.

3. UML 기반 EtherCAT 시스템 구조

UML의 개발과정은 요구분석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순으로 이루어지며, UML을 

이용한 EtherCAT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요구분석단계가 필요하다. 이때 EtherCAT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xml을  

분석하여 모델링 한다. UML 다이어그램 설계를 

위해 xml의 구성과 같이 EtherCATInfo안에 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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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therCAT Info about class diagram design

Fig. 2 W3C Schema generated through UML modeling

연결 된Vendor와 Description을 Fig. 1 의 클래스 다이

어그램으로 모델링 한다. Vendor는 설계하는 xml의 

명칭을 기록하여 TwinCAT상에서 유저가 설계 한 

xml인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Description
은 OD를 설계하기 위한 상위로써 모델링 되었다. 
Descriptions에는 Device라고 명시되는 하위를 설계

한 후 Device의 하위로 Type, Name, Group type, 
Fmmu, Sm, Txpdo, Mailbox, DC, ESC을 모델링 한다. 

설계된 클레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스템에 적

용할 xml을 생성한다. Xml의 생성과정은 설계한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W3C 스키마로 변환

하고, 생성된 스키마를 xml로 변환하면 Fig. 2의 스키

마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EtherCAT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

고, 시스템의 설계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UML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 하였다. 시스

템의 설계를 위해 UML 모델링의 과정인 요구분석, 
분석, 설계, 구현, 검증의 단계를 가졌고, 각 단계를 

통해 분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을 설계 

하였다. 설계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EtherCAT 
네트워크 시스템에 사용될 xml을 생성하였고, 시스

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상용 엔코더와의 통신 테스

트를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기술혁신사

업 “기타로봇/자동화기계관련기술 산업원천 기술

개발산업(project : 10040106)"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결과임

참고문헌

1. A. Willig, “Polling-based MAC protocols for im-
proving realtime performance in a wireless 
PROFIBUS,” IEEE Transactions of Industrial 
Electronics., vol. 50, no. 4, pp. 806- 817, Aug. 2003

2. K. C. Lee, S. Lee, and M. H. Lee, "Worst-case com-
munication delay of real-time industrial switched 
Ethernet with multiple levels," IEEE Transactions 
of Industrial Electronics, vol. 53, no. 5, pp. 
1669-1676, 2006.

3. Y. S. Moon, G. S. Lee, D. J. Seo, and Y. C. Bae, "The 
development of motor controller based on network 
using optic-EtherCAT,"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4, no. 5, pp. 467-472, 
2008.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