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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 두번의 PROFInet 시리즈 내용을 통

해 엔지니어링과 런타임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PROFInet과 관련된 개방성 및 투

자 보호(investment protec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PROFInet은 개방형 통신 표준인 TCP/IP와 

DCOM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PROFInet이 소개된 이후에도) 여러 장치

들이 PROFInet에 통합되지 않거나 통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migration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필드 장치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 

장치의 경우 PROFInet이 오버헤드

(overhead)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PROFInet에 쉽게 통합될것으로 보인다. 

 

PROFInet을 사용하면 다음표와 같은 어플

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다. 

 

PROFInet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모두에 

적합한 개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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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그룹그룹그룹그룹 상황상황상황상황(Situation)(Situation)(Situation)(Situation) 

최종 사용자 현 장비 통합 

 최종 사용자의 투자 보호 

OEM (플랜트 및 

기계 제조업체) 

기존의 실용성이 입증된 장치계열 활용 

OEM을 위한 투자 보호 

필드 장치 

제조업체 

필드 장치를 수정하지 않는 통합 

 필드 장치 제조업체를 위한 투자 보호 

필드버스 단체 버스 시스템으로는 PROFInet 에 필요한 통신 메커니즘(IP 

및 DCOM)을 매핑할 수 없거나(예: AS-Interface), 

필드버스가 이미 기능적으로 유사한 통신(또는 복합 

어드레싱, 새 프로파일 등)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메커니즘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모든 필드버스 통합 �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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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동하고 있는 설비를 PROFInet을 포

함하도록 확장하는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

은 항상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최

종 사용자가 필드버스를 이용해 플랜트를 

자동화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경우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모든 필드 장치를 포함하여 플랜트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PROFInet 컴포넌트로 설계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현재의 플랜트 전

체를 위해 기술 인터페이스를 지정 및 조정

해야 하는것이다. 

 

현 플랜트를 PROFInet과 연결하려면 우선 

필드버스 마스터에 PROFInet 기능이 있어

야 하는데 아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

여 그 기능을 갖춘다. 

 

-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직접 통합하고 

PROFInet 런타임 소프트웨어가 필드버스 

마스터 CPU로 바로 연결되도록 포팅한다  

 

- Ethernet 인터페이스를 런타임 소프트웨

어로 교체하여 필드버스 마스터에 

PROFInet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 플랜트에 PROFInet 

기능을 제공하는 PROFInet 게이트웨이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는 새 버전의 모듈이 필요하

지만 PLC의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 모듈

(또는 현 이더뎃 인터페이스 모듈의 새 버

전)이 개발되어야 한다. PROFInet 소프트웨

어는 이 모듈에서 작동하며 이 모듈은 스테

이션 고유의 통신 메커니즘으로 데이터 트

래픽을 관리한다. PLC 사용자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뷰와뷰와뷰와뷰와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혜택혜택혜택혜택 

 

이 migration 옵션으로 현 설비의 최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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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및 OEM의 현 설비, 배선 및 케이블링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보호되고 현 사용자 

프로그램의 노하우도 보호된다.  

 

이를 통해서 PROFInet을 갖춘 새 플랜트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다. 

필드필드필드필드    장치장치장치장치    제조업체를제조업체를제조업체를제조업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투자투자투자투자    보호보호보호보호    

이러한 통합 형식은 “outside world”를 위

해서 필드 장치에 PROFInet view를 제공하

는 대표 객체 또는 proxy를 포함한다. 

proxy는 필드 장치 자체만으로는 구현되지 

않으며 필드버스 마스터를 필요로 한다. 이 

작업은 필드장치나 필드버스 프로토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proxy는 “A System of Patterns"(Frank 

Buschmann외, 1996)의 263, 264페이지에 

나온 “proxy” 설계 패턴을 따른다. 

 

"Proxy 설계 패턴은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가 컴포넌트 그 자체보다는 대표 컴포넌트

와 통신하도록 해준다. 그러한 플레이스홀

더(placeholder)는 효율증대, 보다 편리한 

액세스 및 허용되지 않는 액세스로부터의 

보호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

의 일부 또는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 이러한 

설계 문제를 해결한다. 

- 컴포넌트 액세스는 런타임에 효율적이어 

야 하고 비용이 적절해야 하며 클라이언트 

와 컴포넌트 모두에 안전해야 한다. 

- 컴포넌트 액세스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서 명확하고 쉬워야 하며 직접 액세스하는 

다른 컴포넌트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출 방 

식과 구문들은 특별히 변경되지 말아야 한 

다. 

-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작업과 원거리 클 

라이언트 접근에 사용되는 비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완전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면 서비스 간의 비용 차이가 모호해 질 

수 있다.” 

 

결국 “프록시” 설계 패턴은 컴포넌트로 직

접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러한 프록시를 사용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쉽고 명확하게 컴포넌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프록시는 다운스트림 필드버스 장치가 

독립적인 PROFInet 노드(객체)로 나타나도

록 해준다.  

 

PROFInet 구성 에디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러한 컴포넌트는 직접적인 Ethernet 컴포넌

트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작업으로 필드버

스 장치 기반의 기술 컴포넌트 구성과 물리 

버스 특징을 활성화할 수 있는것이다. 

  

일단 중앙 집중 방식이 된 필드버스 마스터

의 로직은 컴포넌트 사이의 구성 로직으로 

재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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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개념과 현 설비 통합은 모든 필드 

장치가 독립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PROFInet 컴포넌트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현 필드 장치를 수정하

지 않고 분산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기술 컴포넌트는 필드버스에



서 Ethernet까지 아무 변경 없이도 혁신될 

수 있는 것이다. 

프록시를 사용하면 장치 제조업체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장치들은 

PROFInet 환경에서 사용되며 OEM도 현재 

제품들을 PROFInet 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    통합통합통합통합    ����    개방성개방성개방성개방성    

PROFIBUS와 함께 프록시 개념은 

Foundation Fieldbus, CAN, Interbus, 

Suconet 등과 같은 여러 다른 필드버스들

을 PROFInet에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버스의 데이터 전송 기능으

로의 버스고유의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매핑

이 프록시에 정의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view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혜택혜택혜택혜택 

 

오버헤드를 거의 들이지 않고 모든 필드버

스를 PROFInet에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관련 필드버스 그룹(CAN, InterBus, FF 

등)은 PROFInet 런타임 모델에 맵(map)을 

지정할 수 있다.  

    

PROFIBUS DPPROFIBUS DPPROFIBUS DPPROFIBUS DP로의로의로의로의    전환전환전환전환    

 

이제부터는 PRPFInet 프록시 개념에 따라 

PROFInet에 통합된 첫 필드버스인 

PROFIBUS DP 프록시 개념을 전환하는 것

을 설명한다. 

 

우선 PROFIBUS DP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

펴보자. PROFIBUS DP 필드버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마

스터-슬레이브 원리는 연결된 슬레이브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연결된 슬레이브들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버

스를 운영하는 특별 장치인 마스터가 하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마스터는 슬레이브에 프레임 형태

의 새로 처리할 값을 보내고 슬레이브 응답 

메시지에서 처리된 값을 계속해서 가져온다. 

플레임의 길이는 통신 데이터(net data)의

244바이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슬레

이브는 진단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마스터는 처리된 값을 포함하는 메시

지와 진단 메시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인 DP 시스템에서 지정된 슬레이브

와의 처리 값을 교환하는 데에는 총 10밀리 

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실시간 기능 및 

예측기능(predictability)이라고 하는 

PFORIBUS DP의 강력한 기능이다. 

 

PROFIBUS DP는 또한 단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등과 같

은 슬레이브의 복잡한 작업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PROFIBUS DP에는 장치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장치들은 처

리 과정에서 직접 온 데이터인지 (선)처리 

결과 나온 데이터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스스로의 I/O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만든다. 프록시 접근은 이러한 장

치들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잡성으로 인해 관련 마스터에 드

라이브 블록을 요청하는 DP 슬레이브도 있

다. 이러한 드라이브 블록은 PROFInet 프

레임워크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된

다. 

PROFIBUS DPPROFIBUS DPPROFIBUS DPPROFIBUS DP 가가가가    PROFInet PROFInet PROFInet PROFInet 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    전전전전    

체를체를체를체를    필요로필요로필요로필요로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이유이유이유이유    



PROFInet 프로토콜(TCP/IP통한 DCOM)을 

PROFIBUS DP에 그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는 가능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인해서 실용

적이지 못하다. 

  

- PROFIBUS DP는 필드버스 마스터와의 

입출력 데이터를 교환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PROFIBUS DP 슬레이브는 통

신 실행에는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DCOM 프로토콜을 구현하려면 

비교적 더 많은 하드웨어(프로세서 파워, 

메모리) 및 소프트웨어(통신 스택, 예: IP, 

TCP, RPC 및 DCOM)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위해서는 장치의 재설 

계가 필요하다. 

 

- PROFIBUS DP는 최근에 주기적 I/O 트래

픽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주로 비 동기화

된 통신에만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PROFIBUS DP의 강점인 실시간 기능과 예

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PROFInet에 DP 슬레이브가 

통합될 때까지는 프록시 개념을 통해 

PROFIBUS DP의 주요한 기능을 유지한다. 

실제실제실제실제    객체객체객체객체    

PROFInet은 위에서 언급한 통합 문제에 대

하여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있다. DP 슬

레이브는 DP 마스터에 저장된 프록시 객체

를 통해서 어드레스되고 이 프록시 객체는 

DP 슬레이브를 PROFInet에 통합한다. 

PROFIBUS DP 프로토콜은 더 이상의 확장

이나 수정 없이 계속해서 PROFIBUS DP를 

실행한다.  

두 개의 런타임 통신과 엔지니어링에 관한 

한 이 방식을 통하여 슬레이브를 PROFInet

에 균등하게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실시간 기능과 같은 PROFIBUS DP의 기능

을 유지하면서 제조업체 부분의 소프트웨어 

확장이나 하드웨어 변경으로 인한 추가 오

버헤드를 만들지 않고서도 모든 슬레이브를 

PROFInet에 통합할 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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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PROFInetPROFInetPROFInet    런타임런타임런타임런타임    객체객체객체객체    및및및및    DPDPDPDP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PROFInet은 Ethernet의 모든 PROFInet장

치에 필요한 런타임 객체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PROFInet 시리즈 두 번째 내용 참조). 

이 객체 모델은 PROFIBUS DP의 DP 슬레

이브에 사용할 수 있고 프록시로 표현된다. 

 

다음표는 PROFInet 런타임 모델과 DP 슬

레이브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DP 슬레이브는 PROFInet 장치로 

구성되고 지정된 RT-Auto와 ACCO가 있는 

독립적인 논리 장치로 PDev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DP 마스터의 RT 객체 모델로 통

합된다. 

  

PROFInet에 정의된 대로 DP 슬레이브는 

프록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결국 

구분된 IP 주소가 특히 DP 슬레이브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독립된 

PROFInet 객체로 DP 슬레이브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엔지니

어링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기술적기술적기술적기술적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신호신호신호신호    및및및및    유형유형유형유형    

보호보호보호보호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DP 인터페이

스(DP 슬레이브의 입출력 데이터)를 기술적

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인터페이

스를 기술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데이터 액세

스 시 기호와 유형을 보호할 수 있으며 

PROFIBUS DP를 직접 활용하면 인터페이

스에 대한 좁은 바이트 보기만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교환, 특히 문서 읽기가 요청된다.  

 

DP 슬레이브를 구성하여 이 기술적 어플리

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componentization)이

란 DP 슬레이브의 PROFInet 엔지니어링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을 의

미한다. 컴포넌트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단계는 RT-

Auto를 위한 기술 인터페이스 형성이다. 

 

PROFInet PROFInet PROFInet PROFInet 런타임런타임런타임런타임    모델모델모델모델    DP DP DP DP WorldWorldWorldWorld    

물리적 장치 마스터 시스템, 즉 지정된 DP 슬레이브가 있는 DP 마스터.  

논리적 장치 DP 슬레이브 장치. 다음 정보 제공.  

• 제조업체, 제품 등의 식별정보 

• 현재 진단 

• 전원 꺼짐, 작동 중 등과 같은 장치의 상황. 

RT-Auto DP 슬레이브의 기술적 어플리케이션. DP 슬레이브 데이터 입

출력에 관한 기술적 정보 제공. 

ACCO 구성 로직. 

PROFInet 런타임런타임런타임런타임 객체객체객체객체 모델모델모델모델 및및및및 PROFIBUS DP의의의의 객체객체객체객체  



DP 슬레이브에서 사용자와 함께 슬레이브 

장치 설명(장치 마스터 파일)을 해석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DP 슬레이브

에 기술적인 보기를 형성하는데 이는 인터

페이스 요소에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지정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틀 안에서 프록시가 제조업

체, 제품, 페이스플레이트 등과 같은 장치에 

사용할 정보가 모아진다. 

 

DP DP DP DP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프로그램으로부터프로그램으로부터프로그램으로부터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분리분리분리        

 

최근 DP 슬레이브는 DP 마스터 사용자 프

로그램의 생산 작업에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입출력 데이터 및 진단에 영향을 

미친다. PROFInet으로 실현된 프로그래밍 

분산에서는 이 결합이 없어야만 한다. 이러

한 작업으로 이제 DP 마스터의 사용자 프

로그램은 분산 PROFInet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이상 사용되는 DP 슬레이브를 볼 수 없

다. 

  

이러한 분리는 PROFInet 아래에서 구성하

는 데에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슬레

이브의 파트너가 모든 PROFInet 장치에 위

치할 수 있어 DP 슬레이브는 연결된 마스

터의 상황 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것이다.  

일반일반일반일반    프록시프록시프록시프록시    

Hanover Fair의 PROFInet 부스(독일, 

2001,4)에서 입증한 대로 PROFInet은 자동

화 분산에 대해 제조업체 독립적이고 개방

된 개념이며 Bosch, Moeller 및 Siemens 

가 파일럿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제 이 제

조업체들은 모두 각 제조업체 별 프로그래

밍 환경을 가진 PROFIBUS DP용 마스터를 

제공한다.  

 

사용자 코드를 통해서 DP 슬레이브가 통합

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용자 코드가 DP 마

스터마다 붙을 것이다. 그러면 그 코드는 

운영 체제에 맞도록 DP 마스터 프로그램과 

그 인터페이스에 결합되어야 한다. 

  

PROFInet는 일반 프록시 구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일반 프록시는 

특별한 사용자 코드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일반 프록시만을 사용하여 DP 슬레이브를 

모두(현재와 미래의 슬레이브 모두) 매핑할 

수 있다. DP 마스터는 표를 조절하여 프록

시 객체를 구현하고 적합한 구성을 다운로

드하여 DP 슬레이브에 사용되는 프록시 객

체들을 구성한다. 

프록시프록시프록시프록시    작동작동작동작동    방법방법방법방법    

프록시는 PROFIBUS DP에 정의된 입출력 

데이터를 PROFInet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성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다. 프록

시에서 구현된 구성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기능은 마스터 입출력 캐시(cache)로 바로 

액세스한다. 이 캐시는 DP 주기에서는 데이

터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DP 주기별로 

갱신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프록

시 개념은 PRFIBUS DP 기능의 기본에 해

당한다. 

 

그러므로 RT-Auto 를 위한 프록시 객체 구 

성은 PROFInet 데이터 항목을 마스터 입출 

력 캐시 일정 위치에 두는 것으로 구성되고, 

프록시 객체 구현은 마스터 입출력 캐시의 



데이터별 항목으로 액세스 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런 방식의 구현은 PROFInet 데이터 

항목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PROFIBUS 

DP 에 새로운 통신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록시는 

PROFIBUS DP 와 상호 연결하는데 최적 

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프록시 객체 진단 및 상태는 진단 프레임에

서 나온다. 

 

상태상태상태상태    및및및및    전망전망전망전망    

 

새로운 자동화 개념의 시장성은 현 플랜트

가 주요 비용 지출 없이도 확장되거나 혁신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플랜트 오

퍼레이터는 이상적으로 기존의 플랜트 부분

에서 새로운 부분까지 완전 투명하게 자동

화하기를 원한다. PROFIBUS와 PROFInet

의 개념상의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PROFInet에서는 네트워크 전환 계획을 실

현하여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기존의 플랜트 부품들을 새

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PROFIBUS 제품 

공급자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 이다. 이제 

공급자들은 제품을 변경하거나 PROFInet 

기반 시스템에 부합할 지에 대한 우려 없이 

계속해서 기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이 계획을 성공하지 못했을 경

우에 PROFInet용 제품을 새로 개발하기 위

해 소모해야 했을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PROFIBUS 

International은 PROFInet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도 기존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PROFInet 사양은 PROFIBUS DP-

V0 슬레이브용 프록시를 포함하고 있다. 

       

 
 
 
 
 
 
 

DP master 

 
 
 
 
 
 
 

DP slave 

DPRAM 
 

Cache for IO 
+ diagnoses 

of all 
assigned 

slaves 

PROFInet data and diagnostics are 
fetched directly from the master (requires 
no additional bus traffic) 

PROFInet view 

PDev 

LDev Master 

LDev Slave = 
Proxy 

RT–
Auto 

I/O data and diagnosis of the DP slave are 
implicitly transfer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P cycle (purest DP functionality) 

 

Configured map for IDrive 
Setval   O–data in DPRAM 
Actval   I–data in DPRAM 

interface IDrive { 
properties: 

[propget] long Setval; 
[propput] long Actval; 

} 

Proxy for PROFIBUS DPProxy for PROFIBUS DPProxy for PROFIBUS DPProxy for PROFIBUS DP    



PROFIBUS DP-V1 통합은 다음 PROFInet 

단계에서 작업이 착수될 것이다. 이 때의 

관건은 DP 슬레이브의 동적 파라미터 설정

을 위한 데이터 기록과 경보 기능이 될 것

이다. 

  

프록시 기반 네트워크 전환 개념을 통해 필

드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따라서 

PROFIBUS International은 새로운 차원의 

개방성을 실현하게 된다.  

 

PROFInet 네트워크 전환 개념은 

PROFIBUS와 Ethernet을 연결하여 자동화 

시스템 분산을 위한 두 세계를 가장 잘 결

합하고 관련된 시스템의 독특한 장점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필드버스 세계와 

Ethernet 세계를 통합할 수 있다. 이로써 

두 세계가 최상의 조합으로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