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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숫자) h: 16 진수 표기법. 

1. 서 론 

엔코더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센서로서 회전 또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응용의 요구 조건이 다

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위치값만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통신을 통해 엔코더의 설정을 쉽

게 변경할 수 있고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 엔코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는 점대점 방

식의 고속 직렬 통신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에는 고속의 통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통

합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한 필드버스 방식의 통신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1) 특히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 교환이 빈번한 스마트 엔코더를 동시

에 다수 운용하는 환경에서는 필드버스 방식 통신

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CAN(2)(Controller Area 

Key Words: Smart Encoder(스마트 엔코더), CANopen, CiA 406, Open-source Software(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초록: 최근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는 고속 통신을 지원하면서도 여러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한 필드버스 방식의 통신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감

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제어기가 통신을 통해 다수의 엔코더에 대해 동시에 설정을 변경하거나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엔코더의 경우에는 필드버스 지원이 필수적

인 기능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에서는 CAN 네트워크 기반의 상위 응용 계층을 정의하는 CANopen 표

준 중 엔코더의 장치 프로파일인 CiA 406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 소스 CANopen 프레임워크인 

CanFestival 을 확장, 구현하였다. 구현된 CiA 406 모듈의 동작은 CANopen 마스터 장치와 CiA 406 모듈

을 적용한 가상 CANopen 엔코더와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fieldbus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widely deployed for industrial automation because 

they are profitable in providing easy system integration and management for multiple devices, as well as high-speed 

communication. It is essential for smart encoders to support fieldbus connectivity, where the device configuration and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position are exchanged between an external controller and multiple encoders 

over the communication link.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the CiA 406 device profile for smart encoders from the 

CANopen standards by extending an open-source CANopen standard-compliant framework, called CanFestival. The 

CiA 406 functionalities implemented in this study were validated on a test-bed consisting of a CANopen master and 

virtual CANopen encoders with our CiA 406 extension module.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기계학회 IT융합부문 춘계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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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은 대표적인 필드버스 방식의 통신 기술

로서 다수의 노드가 데이터를 빈번하게 주고 받는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CAN 은 단일 네

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통신

할 수 있으며,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

달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산업 자동화 

분야의 응용에 유용하다.(3) 

현재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장치들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

술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CANopen(4)은 

대표적인 개방형 표준으로서 CAN 네트워크를 사

용하는 상위 응용 계층을 정의한다. 그 중 CiA 

406(5) 표준은 엔코더를 위한 장치 프로파일로서 

스마트 엔코더가 지원해야 하는 필수 기능과 부가 

기능에 대해 정의한다. 따라서 CiA 406 표준을 준

수하는 엔코더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다양한 

CANopen 장치들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며, Fig. 1 과 

같이 CANopen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조사 

및 타입의 여러 엔코더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 공정 및 기반 시설 감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형 표준의 확산과 더불어 표준 기술을 구현

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7) CanFestival(8)

은 CANopen 표준을 준수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

워크로서 CANopen 장치들 간의 기본 통신 기능

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CanFestival 에서 제공하

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해 CANopen 표준을 

준수하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Nopen 표준을 준수하는 스마

트 엔코더를 개발하기 위해 CanFesitval 을 분석하

였으며 CiA 406 표준을 CanFestival 의 확장 모듈 

형태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CiA 406 모듈의 API 는 

장치 프로파일의 세부적인 동작을 추상화할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독립적이므로 소프트웨어 개

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3 장에서 CiA 406 모듈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4 장에서는 테스트

베드를 구성하여 구현된 결과를 검증하고, 5 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배경 

2.1 CANopen 

CANopen 은 CAN 기반의 상위 응용 계층을 정

의하는 표준으로서 프로파일(profile) 개념을 사용

하여 서로 다른 CANopen 장치들 간에 호환성을 

제공한다. CANopen 표준에서 프로파일은 통신 프

로파일과 장치 프로파일로 구분된다. 통신 프로파

일은 CANopen 장치들 간의 공통적인 통신 인터

페이스로서 CiA 301(9) 표준에서 정의한다. CiA 301 

표준은 통신에 사용되는 CAN 메시지를 통신 객

체(communication object)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통신 객체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네트워크 관

리(NMT: Network Management), 서비스 데이터 객

체(SDO: Service Data Object), 프로세스 데이터 객체

(PDO: Process Data Object) 등으로 구분된다. 장치 

프로파일은 CANopen 응용에 따른 세부 동작을 

정의하며, 이를 위한 CiA 401, CiA 406 등의 여러 

표준이 존재한다. 

CANopen 표준에서 모든 장치들은 객체 사전

(OD: Object Dictionary)이라는 추상화된 형태로 표

현된다. 객체 사전은 통신 객체와는 구별되는 개

념으로서 통신을 포함한 장치의 모든 동작에 관한 

파라미터의 집합이다. 객체 사전은 프로파일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따라 일정한 주소 공간으로 나뉘

며 각 객체는 타입, 접근 권한, 읽기 및 쓰기에 따

른 세부 동작 등이 정의된다.  

 

2.2 CanFestival 

CanFestival 은 CANopen 표준을 준수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서 ANSI C 표준을 준수하도록 

구현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이식성을 제공한다. 

더불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L: 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제공하여 PC 와 마이크로 컨

트롤러를 기반으로 CANopen 마스터와 슬레이브

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anFestival 은 CiA 301 통신 프로파일의 기능을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API 를 통해 제공한다. 이Fig. 1 CANopen network and enc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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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ANopenNode 와 같은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와 차별되는 특징으로, 통신 기능의 세부사항

을 감춰줌으로써 응용 개발자가 간편하게 통신 기

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장치 프로파

일에 관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응용 개발자

가 이를 직접 구현해야 한다.  

3. CiA 406 장치 프로파일 구현 

3.1 CiA 406 표준 분석 및 요구 사항 도출 

CiA 406 표준은 Table 1 과 같이 지원하는 기능

에 따라 엔코더의 클래스를 구분한다. C1(Class 1) 

엔코더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엔코더

로서 위치값을 출력하며 코드 시퀀스(code 

sequence) 설정 기능을 가진다. C2(Class 2) 엔코더

는 C1 엔코더의 기능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기능

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기능은 위치값의 출력과 

관련된 필수(mandatory) 기능과 그외의 부가

(optional) 기능으로 나뉜다.  

위치값의 출력은 엔코더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

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CiA 406 표준은 물리적으

로 측정된 위치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위치값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의한다. Fig. 2 는 CiA 406 지원 

엔코더에서 물리적인 위치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되어 객체 사전에 저장되는 과정을 나타낸

다. 엔코더로 입력된 저수준의 위치 정보는 기본 

기능(basic function)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되며, 이후 CiA 406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능들에 

의해 값이 보정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코드 시

퀀스는 엔코더의 위치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

내는 파라미터로서 사용자가 시계 방향(CW: Clock 

Wise)이나 반시계 방향(CCW: Counter Clock Wise)으

로 지정할 수 있다. C1 엔코더에서는 코드 시퀀스

의 설정이 적용된 위치값이 그대로 객체 사전에 

저장된다. 반면에 C2 엔코더에서는 스케일링

(scaling) 기능과 프리셋(preset) 기능이 추가로 적

용된다. 스케일링 기능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엔코

더의 해상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환하여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프리셋 기능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엔코더의 영점을 소프트웨어적

으로 변환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기능이다. 

또한 CiA 406 표준에서는 단일 채널을 지원하는 

기본 엔코더뿐만 아니라 멀티 채널을 지원하는 멀

티 센서 엔코더를 정의한다.  

CiA 406 표준에서는 위치값의 출력 이외에도 다

양한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C2 엔코더의 

부가 기능으로서 제공된다. 먼저 C2 엔코더의 부

가 기능에는 속도, 가속도, 저크값의 출력이 포함

된다. 그러나 CiA 406 표준에서는 이러한 값들에 

대한 별도의 보정 기능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값이 저장되는 객체만을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 

CiA 406 표준에서는 캠, 작업 영역 감시, 상태 진

단과 같이 엔코더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  

캠은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특정 작업

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캠을 감시할 경

우 절대적인 위치보다 어떠한 동작 범위 내에 있

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CiA 406 

표준에서는 채널당 8 개의 캠 동작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작업 영역 감시는 감지하는 운동체의 운동 범위

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객

체 사전에서 작업 영역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의

Table 1 Functions of CiA 406 device profile 

클래스 지원하는 기능 

C1 

위치값 출력 

위치값의 파라미터 설정 

(코드 시퀀스) 

C2 

필수 기능 
위치값의 파라미터 설정 

(스케일링, 프리셋 기능) 

부가 기능 

속도값 출력 

가속도값 출력 

저크값 출력 

캠 설정 

작업 영역 감시 

상태 진단 

 
Fig. 2 Process of position calculation and conversion in 

CiA 406 compatible enco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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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엔코더의 위치값이 이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작업 영역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태 진단 기능은 엔코더 내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리는 기능이다. 모든 CANopen 장치는 

내부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객체 사전에 에러 

상태를 기록하고, 에러 메시지를 외부로 전송한다. 

각 장치는 해당 장치만의 특정한 에러 관련 객체

를 가질 수 있는데, CiA 406 표준은 “Alarms” 객

체와 “Warnings” 객체를 통해 엔코더 내부의 에

러 상태를 표시하도록 정의한다. 

CiA 406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능은 모두 엔코더

의 객체 사전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객체 사전

의 장치 프로파일 영역을 다루는 기능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iA 406 장치 프

로파일을 CanFestival 의 확장 모듈로 구현하여 개

발자가 직접 객체 사전을 다루지 않고도 추상화된 

API 를 통해 CiA 406 표준을 준수하는 CANopen 

엔코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CanFestival 의 소프트웨어 구조 분석 

CiA 406 표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CanFestival 

의 모듈로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CanFestival 의 소

프트웨어 구조를 분석하였다. Fig. 3 은 CanFestival

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CANopen 장치의 소프트웨

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응용은 CANopen 장치

에 따른 세부 동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서, 기본

적으로 초기화 과정과 콜백(callback) 및 객체 사전

의 정의를 포함한다. 콜백은 응용에서 직접 호출

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

출되는 함수를 가리킨다. CanFestival 라이브러리는 

모든 응용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외

부 CANopen 장치들과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CanFestival 라이브러리의 통신 기능은 대부분

CiA 301 표준을 구현한 CiA 301 모듈이 담당한다. 

CiA 301 모듈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의 CAN 모

듈을 통해서 외부의 CANopen 장치와 통신 객체

를 주고 받으며 통신한다. 통신 객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콜백 호출 지점에 도달하면 

콜백을 호출하는데, 콜백은 주로 각 통신 객체의 

처리가 끝난 후에 호출된다. 콜백의 구체적인 동

작은 응용에서 정의하며 콜백이 호출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콜백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CiA 301 모듈은 SDO 나 PDO 통신을 할 경우 응

용에서 정의한 객체 사전에 접근하여 읽기 및 쓰

기 동작을 수행한다. CanFestival 은 이를 위해 객체 

사전에 접근하기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이와 더불어 CanFestival 에서는 객체 사전 편

집기를 통해 각 객체에 콜백 호출 지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객체 사전에 등록된 콜

백은 쓰기 접근에서만 호출되며 다른 콜백들과 마

찬가지로 응용에서 콜백의 정의와 등록을 미리 마

쳐야 한다. 

 

3.3 CiA 406 모듈의 설계 및 구현 

CanFestival 은 CANopen 표준의 통신 기능만을 

구현할 뿐, 장치 프로파일에 관한 기능은 제공하

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iA 406 장치 

프로파일을 별도의 CiA 406 모듈로 설계하고 구현

하여 CanFestival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였다. 

CanFestival 은 객체 사전 접근에 대한 콜백을 제

공한다. 콜백은 기존 소스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유

용한 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anFestival

의 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본 연구

에서는 객체 사전 접근을 위한 CanFestival 의 전용 

API 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초기화 과정에서 

미리 필요한 객체 변수들의 메모리 주소를 읽어와, 

포인터를 이용한 메모리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CiA 406 모듈에서 접근하는 객체의 타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며, 이로 인

해 CanFestival 의 객체 사전 접근 API 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Fig. 4 는 확장된 CanFestival 라이브러리를 적용

한 CANopen 지원 엔코더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Fig. 3 Software architecture of CANopen devices 
using Can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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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PIs of CiA 406 module 

API 설명 

cia406Init() 
CiA 406 모듈의 전역 변수 초기화. 

설정 변수 갱신을 위한 콜백 등록. 

setPosition( ) 

객체 사전의 위치값 갱신. 

함수 내부에서 캠과 작업 영역의 

상태를 자동으로 갱신. 

setMultiPosition( ) 
채널별로 setPosotion 함수와 동일

한 동작 수행. 

setSpeed( ) 객체 사전의 속도값 갱신. 

setAcceleration( ) 객체 사전의 가속도값 갱신. 

setJerk( ) 객체 사전의 저크값 갱신. 

setCiA406Alarm( ) 
객체 사전의 에러 및 알람 레지스

터 갱신. 에러 메시지 전송. 

setCiA406Warning( ) 
객체 사전의 경고(Warning) 레지스

터 갱신. 

 

나타낸 것이다. 저수준의 신호 처리 과정에서 CiA 

406 모듈의 API 를 호출하여 상위 응용의 객체 사

전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iA 406 모듈은 

저수준의 하드웨어 제어 부분과 독립적이므로 다

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Table 2 는 구현된 CiA 406 모듈 API 들에 대한 

설명이다. cia406Init 함수는 응용의 초기화 과정에

서 호출해야 하는 함수로서 CiA 406 모듈의 전역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필요한 콜백을 등록한다. 

CiA 406 모듈에서 정의하는 콜백은 객체 사전의 

값이 갱신되었을 때 호출되며 모듈 내부에서 유지

하는 설정 변수를 갱신한다. 예를 들어, 위치값을 

보정할 때 사용되는 스케일링 인자(scaling factor)

는 변경되는 빈도가 적고 객체 값의 실수 연산을 

통해 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객체의 콜백에서 

계산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객체 사전 참조와 실수 

연산의 오버헤드를 줄였다. 

setPosition 함수는 객체 사전의 위치값을 갱신하

는 함수이다. 저수준의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 얻

은 위치값을 setPosition 함수의 인자로 넘겨주면 

setPosition 함수 내에서 코드 시퀀스 적용, 스케일

링 기능, 프리셋 기능을 위한 연산을 수행하고, 보

정된 최종 위치값을 객체 사전에 저장한다. 또한 

내부에서 캠과 작업 영역의 상태를 갱신하는 

setCamStatus 함수와 setWorkAreaStatus 함수를 호

출하여 객체 사전의 캠 상태와 작업 영역 상태를 

갱신한다. setMultiPosition 함수는 멀티 센서 엔코

더를 위한 API 로서 setPosition 함수와 기능은 같

지만 다채널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널 번호를 인자

로 받는다.  

엔코더의 상태 진단 기능은 setCiA406Alarm 과 

setCiA406Warning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

다. 엔코더 내부에서 에러 또는 잠재적인 위험 상

황이 감지되었을 때, 각각 setCiA406Alarm 과 

setCiA406Warning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각 함수

에 현재의 상태 정보를 인자로 넘겨주면 함수 내

부에서 객체 사전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며 에러 

상태일 경우 에러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외에 CiA 406 모듈은 객체 사전의 속도, 가속

도, 저크값을 갱신하기 위한 API 를 제공한다. CiA 

406 표준에서는 이 값들에 대한 별도의 보정 기능

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CiA 406 모듈의 API 는 인

자로 받은 값을 단순히 객체 사전에 저장한다.  

Fig. 4 Software architecture of CiA 406 compatible encoders using the extended Can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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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A 406 모듈의 동작 검증  

4.1 테스트베드 구성 

본 연구에서 구현한 CiA 406 모듈의 동작은 Fig. 

5 와 같은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하였다. 테스트

베드는 CAN 컨트롤러를 내장한 두 종류의 마이크

로 컨트롤러(Cerebot MC7,(10) H-Flexlay16(11))를 사용

하여 각각 CANopen 마스터 장치와 두 대의 가상 

CANopen 엔코더로 구성하고, LabVIEW 로 작성한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부에서 여러 개의 엔코

더 동작을 동시 제어,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 

CANopen 장치를 개발할 때는 객체 사전을 정

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anFestival 은 GUI 방

식의 객체 사전 편집기를 제공하므로 CANopen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객체 사전을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다. 특히, 가상 CANopen 엔코더는 

POSITAL 사의 상용 CANopen 엔코더(12)를 참고하

여 제조사 프로파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 상용 엔코더와 유사한 객체 사전을 가지도록 

구현하였다.  

가상 CANopen 엔코더는 멀티턴 절대 위치 회

전식 엔코더로서 싱글턴의 해상도는 16 비트이며 

멀티턴 데이터를 포함한 총 해상도는 30 비트로 

설정하였다. 가상 엔코더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생

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위치

값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위치값은 등속 회전 운

동하는 물체의 위치값이라고 가정하여, 엔코더 내

에서 50 ms 주기로 일정하게 증가시켰다.  

CANopen 마스터는 가상 CANopen 엔코더와 

PDO 통신을 통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온다. 

PDO 통신은 SYNC 객체 기반의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주기는 100 ms 로 설정하였다. 

SYNC 객체를 받을 때마다 가상 엔코더는 PDO 를 

통해 위치값, 캠 상태 정보, 작업 영역 상태 정보

를 CANopen 마스터로 전송한다. PDO 를 받은 

CANopen 마스터는 콜백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 

콜백은 PDO 로 받은 정보를 UART 통신을 통해 

PC 로 전송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또는 실험 도중 

에러가 발생할 경우 UART 통신을 통해 에러 메

시지를 PC 로 전송한다. 가상 엔코더의 설정을 코

드 상에서 수정할 경우 매 실험마다 응용을 재빌

드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다시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CANopen 마스터 장

치 내부에 커맨드라인 툴(command-line tool)을 구

현하여 UART 통신으로 외부 명령을 받아 NMT 

및 SDO 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상 엔코더

와 실험하기에 앞서 상용 CANopen 엔코더(12)를 

이용해 CANopen 마스터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엔코더 동작의 제어, 모니터링을 위한 PC 프로

그램은 Fig. 6 과 같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두 엔

코더로부터 받은 데이터들을 파일로 저장하며, 그 

중 위치값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출력한다. 사용자

는 커맨드 입력 기능을 통해 CANopen 마스터의 

커맨드라인 툴에 명령을 내려 매 실험마다 가상 

엔코더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4.2 CiA 406 모듈의 동작 검증 결과 

CiA 406 모듈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위

치와 관련된 설정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였

다. Fig. 7 은 Table 3 와 같은 설정 하에서 가상 

CANopen 엔코더로부터 받은 위치값을 그래프로 

Fig. 5 Test-bed for CiA 406 module validation 
Fig. 6 Monitoring program on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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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실험 1 에서 엔코더 1 은 코드 시퀀

스를 시계 방향으로 설정하고 스케일링과 프리셋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위치 데이터 원

본과 보정된 위치값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엔코

더 2 는 코드 시퀀스를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하였

다. 그 결과,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타나므

로 코드 시퀀스가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실험 2 에서 엔코더 1 은 스케일링 인자를 0.5

로 설정하여 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하였다. 실험 1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

지고 위치값의 전체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

으므로 스케일링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엔코더 2 는 오프셋을 전체 해상도의 

1/3 만큼 증가시켰다. 실험 1 에서 엔코더 1 의 결과

와 비교하여 설정된 오프셋만큼 위치값이 증가되

었으므로 프리셋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  

캠의 동작에 대해서는 캠 동작 범위 설정과 극

성 설정, 이력 현상 설정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각 엔코더당 채널 1 의 캠 1, 2 를 사용하였으

며 캠의 설정은 Table 4 와 같았다. Fig. 8 은 각 채

널에 대한 캠 활성화 상태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x 축과 y 축은 각각 위치값과 캠 활성

화 상태를 나타낸다. y 축의 “0”은 비활성화 상태, 

“1”은 활성화 상태를 의미한다. Fig. 8(a)와 Fig. 8(b)

는 엔코더 1 의 캠 상태를 나타내며 출력된 캠의 

상태 값을 확인해 보면 캠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와 Fig. 8(d)

는 엔코더 2 의 캠 상태를 나타낸다. Fig. 8(c)는 활

성화 구간 설정이 Fig. 8(a)와 동일하지만 극성에 

대한 설정이 1(inverted)이므로 활성화 상태의 출력

Table 3 Configuration of position parameters 

실험 엔코더 
코드  

시퀀스 

스케일링 

인자 
오프셋 

실험 1 
엔코더 1 CW 1 0 

엔코더 2 CCW 1 0 

실험 2 
엔코더 1 CW 0.5 0 

엔코더 2 CW 1 전체 해상도 * 1/3 

 

Fig. 7 Measurement result of position values 

Table 4 Configuration of cam parameters 

엔코더 캠 파라미터 값 

엔코더 1 

캠 1 

하한(Low limit) 300,000 

상한(High limit) 600,000 

 극성(Polarity) 0(not inverted) 

이력 현상(Hysteresis) 0 

캠 2 

하한(Low limit) 600,000 

상한(High limit) 900,000 

 극성(Polarity) 0(not inverted) 

이력 현상(Hysteresis) 0 

엔코더 2 

캠 1 

하한(Low limit) 300,000 

상한(High limit) 600,000 

 극성(Polarity) 1(inverted) 

이력 현상(Hysteresis) 0 

캠 2 

하한(Low limit) 300,000 

상한(High limit) 600,000 

 극성(Polarity) 0(not inverted) 

이력 현상(Hysteresis) 50,000 

 

Fig. 8 Measurement result of cam status 

(a) 엔코더 1; 캠 1 

(b) 엔코더 1; 캠 2 

(c) 엔코더 2; 캠 1 

(d) 엔코더 2; 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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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ig. 8(a)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Fig. 8(d)는 Fig. 

8(a)와 이력 현상에 대한 설정을 제외한 모든 설

정 값이 동일하다.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Fig. 8(d)

의 활성화 구간이 Fig. 8(a)에 비해 이력 현상의 설

정 값만큼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업 영역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다채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였다. 캠의 실험과 달리 두 엔코더

의 작업 영역의 설정은 Table 5 와 같이 동일하게 

하여 두 엔코더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얻었다. Fig. 

9 는 각 채널의 작업 영역 상태를 나타낸다. 캠과 

달리 작업 영역은 언더플로우(underflow)와 오버플

로우(overflow)로 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영역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에서 3 번째 비트

는 언더플로우, 2 번째 비트는 오버플로우를 의미

한다. 따라서 Fig. 9 에서 “4”(22)는 언더플로우, 

“2”(21)는 오버플로우, “0”은 정상 동작 상태를 각

각 의미한다. 실험 결과, 다채널에 대해 작업 영역 

감시 설정이 제대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속도, 가속도, 저크값의 출력에 대해서는 CiA 

406 표준에서 정의하는 보정 기능이 없으므로 가

상 CANopen 엔코더 내부에서 각각의 API 를 호출

하여 객체 사전에 값이 제대로 기록되는 것만 확

인하였다. 상태 진단 기능에 대한 검증도 가상 

CANopen 엔코더 내부에서 setCiA406Alarm 함수와 

setCiA406Warning 함수를 호출하여 정상적으로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CANopen 엔코더는 필드버스를 이용한 스마트 

엔코더로서 이를 활용하면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A 406 표준을 준수하는 엔코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CANopen 표준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 CanFestival 을 확장하여 CiA 

406 모듈을 설계, 구현하였다. 구현된 CiA 406 모

듈 API 들은 CiA 406 표준에서 정의하는 필수 기

능과 CanFestival 의 객체 사전에 대한 접근을 추상

화함으로써 CANopen 엔코더의 개발 주기를 단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현된 CiA 406 모듈의 기능은 가상 CANopen 

엔코더와 CANopen 마스터 장치를 이용한 멀티 

슬레이브 환경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CiA 406 모

듈을 실제 CANopen 엔코더에 적용하여 구현된 

기능의 동작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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