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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장의 시스템이 점차 자동화로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업용 네트워크(industry network sys-
tem)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는 공장설비, 빌딩자동화, 공정제어 설비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양을 맞추기 위해 공장 자동화 

시스템 및 생산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토콜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또한 필드 장치의 성능 향상으로 인한 부품 수의 

증가,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센서와 액츄에

이터의 개수 증가에 따라 각각의 논리게이트를 

거쳐서 오면서 지연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연현

상을 막기위해서 단일형 반도체인ASIC를 사용하

였지만, 최근에는 고속으로 전송을 요구하기 시작

하여서 여러 기능을 하는 회로들을 조합한 회로인 

SoC (System on Chip)를 쓰게 되었다. SoC를 구현하

기 위해 프로그래밍가능 논리 요소를 가진 FPGA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

서는 EtherCAT 네트워크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3
장에서는 FPGA기반 EtherCAT IP 구성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기술하였다.

2. EtherCAT 네트워크

EtherCAT은 Ethernet을 기반으로한 산업용 프로

토콜중 하나로, 독일의 Bechhoff Automation사에서 

개발 하였다. 현재는 EtherCAT의 표준화를 위해 

ETG(EtherCAT Technology Group) 표준화 기관이 

운영중이다. EtherCAT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디

바이스들은 포괄적인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 기술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therCAT은 표준 PC기반의 마스터를 이용하여 

EtherCAT 규격을 준수하는 특수 디바이스들로 프

로토콜이 구성되어 있다. EtherCAT 표준은 라인, 
성형, 트리의 모든 토폴로지를 지원하며, 또한 

EtherCAT을 이용하여 fieldbus 네트워크의 주요 버

스 구조를 구현할수 있다. I/O 디바이스를 통해서 

EtherCAT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이더넷 스위

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therCAT의 각각의 슬레이브는 “on-the-fly" 방

식으로 패킷을 처리한다. EtherCAT 데이터그램에

서 지정한 주소가 자신의 주소와 일치하면, 지정된 

동작을 취하고 패킷의 콘텐츠와 CRC를 업데이트 

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그램을 공유한다. 또한 

EtherCAT은 물리 어드레싱, 논리 어드레싱, 다중어

드레싱, 방송 어드레싱 등의 최적화된 어드레싱 

기법을 이용해서 각각 다른 데이터 전송요구를 

처리한다.

3. FPGA 기반 EtherCAT IP Core
프로그래머블 솔루션을 공급하는 Altera, Xilinx

사는 EtherCAT 테크놀로지 그룹이 제정한 

EtherCAT 프로토콜을 위한 IP 자산을 지원한다. 
EtherCAT 슬레이브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제어 

프로세서와 ESC(EtherCAT Slave Controller) 구조

와 ESC가 내장된 on-chip형을 지원한다. ESC 기반

의 EtherCAT 슬레이브 시스템은 ET1100/ET1200의 

ESC를 사용한 EtherCAT 슬레이브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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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PGA based EtherCAT schematicFig. 1 MCU-complete EtherCAT Solution and FPGA 
based EtherCAT

EtherCAT IP는 OSI 기본 참조 모델에서 제 3계층

인 망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특히 

TCP/IP의 일부를 사용하여 IP 주소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간 패킷의 전송, 즉 경로 제어를 위한 

규약으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

하다. 그러나 패킷이 발신된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은 보증하지 않으며, 전송 제어 프로토콜 또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된다.
Xilinx기반의 EtherCAT IP구성은 Fig 2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ESC의 기능인 Digital I/O, uC inter-
face, SPI등의 PDI를 IP core에서 지원한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of FPGA-based 
EtherCAT Slave System

FPGA IP Beckhoff사의 Xilinx 기반 IP core

H/W AVNET사의 Industrial Ethernet Kit
S/W Port사의 EtherCAT Design Tool
기타 CiA 402기반 EtherCAT 스택(Port)

FPGA기반 EtherCAT 슬레이브 구현을 위하여 

EtherCAT IP core 및 개발 환경은 Beckhoff사와 Port
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산업용 고속 통신 프로토콜인 

EtherCAT 네트워크 시스템을 FPGA기반 시스템으

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개발

을 위해 선행연구로 EtherCAT IP 구조분석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단계에서 시스템에 적

용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실제 구현을 위해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표준화, 
안정성, 시스템 통합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FPGA
기반의 EtherCAT 시스템의 실용적인 개발을 위해

서는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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