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net 은 단순하고 신뢰성 

있으며 시스템 독립적인 기술

로써 자동화의 미래이다 

 

확실하게 입증된 P R O F I B U S  기술  

 

개방형 PROFIBUS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성

공을 거둔 이유는 산업 분야와는 상관없이 자

동화 기술의 제어 작업에 일관성 및 단일성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였기 때문

이다. 이 기술은 이를 사용하는 공급자 및 사

용자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혜택을 가져왔다.  

 

컨트롤러가 분산 입출력을 통해 자동화 데이

터를 교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또는 보다 복

잡한 지능적 자동화 장치가 데이터 및 시간에 

따라 동기화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심지

어는 컨트롤러가 서로간 통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PROFIBUS는 각 응용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단일 기술을 제공한다. 

  

PROFIBUS는 초기부터 개방형 PROFIBUS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응용 프로그램 범

위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자동화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수평적 확장에는 커뮤니

케이션 메커니즘 및 사용자 프로파일 정의 모

두가 해당된다. 새 커뮤니케이션 프로파일 개

발 시에 각 응용 프로그램 필드에 필요한 사

항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산업별 특정 응용 프

로그램에는 최적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대

한 가장 최근의 예로 커뮤니케이션 확장 

DPV2, PROFIsafe 프로파일, PROFIdrive V3

의 확장형인 모션 컨트롤 개념 및 FDT개념 

등을 들 수 있다. 

 

P R O F I n e t  � P R O F I B U S  기술의 수직적 확장 

 

기업의 고급 시스템인 EMS(기업 제조 시스

템)와 ERP(기업 자원 계획) 그리고 모든 기

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등 IT를 산업 자동화와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PROFIBUS 기술을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움

직임의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PROFInet은 PROFIBUS의 수직적 통합을 위

The vertical expansion of the tried and tested PROFIBUS technology 



한 일관성 있는 개념을 뜻하며 여기서는 고급 

자동화 시스템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Ethernet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매개체로 

한다. 기존의 PROFIBUS  기술의 수직적 통합

은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PROFIBUS의 수직적 통합이 입출력 

수준에서 공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분

산된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단일 아키텍처를 

뜻한다는 것이고 이때 기존의 PROFIBUS기

술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에 

통합된다. 여기에는 또한 프록시(proxy)를 매

개로 하는 PROFInet 시스템의 기타 필드버스 

시스템의 통합도 포함된다. 한편 PROFInet는 

개방형 개체 지향 런타임 개념과 제조업체 독

립적 엔지니어링 개념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분산 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주

기를 포괄한다.  

 

런타임 개념은 TCP/IP및 UDP와 같이 

Ethernet 섹터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본 메커니즘은 RPC 및 DCOM 메커니즘과 

함께 향상되었고 실시간 요구를 갖는 응용 프

로그램 영역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

즘을 제공한다. PROFInet 구성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개체 프로토콜의 메커니즘을 통해 통

신하는 개체 형태로 매핑 된다. ACCO(Active 

Control Connection Object)를 통해 구성된 

상호연결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설립하고 장

치간에 데이터를 교환해 준다. 

 

엔지니어링 개념은 엔지니어링 개체 모델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여러 제조업체가 제공하

는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구성 툴을 개

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조업체 및 응용 프

로그램별 특정 기능 확장을 패싯(facet)을 통

해 정의한다. 각 장치의 제조업체별 특정 프

로그래밍과 고급 엔지니어링 툴을 사용한 공

장 전체에 적용되는 상호 연결을 명확히 구분

지음으로써 여러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을 

단일 공장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PROFInet 개념을 통해 PROFIBUS기술을 확

장한 것을 보면 PROFIBUS International은 

최신 IT기술의 추세와 기업의 상하위 IT구조 

통합을 폭 넓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PROFInet은 제조업체 독립적인 공장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필드버스 영역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장을 열

었다. 

 

현재 PROFIBUS International은 PROFInet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시스템 디자인의 

완성에 뒤이어 개방형 소스의 베타 버전 개발

이 2000년 말에 완료되었고 이 버전은 개발 

관련 업체에서 프로토타입으로서 테스트 및 

구현되었다.  

PROFIBUS International이 개방형 소스로 제

 

Runtime Model 



공하는 PROFInet 스택을 사용하면 제조 장치 

업체는 자사의 제품에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

게 구현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

당 장치에 TCP/IP 스택을 연결해야 한다. 이 

스택과 기본 매개 변수화는 PROFInet의 개방

형 소스 외부에 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소스

의 RPC인터페이스를 TCP/IP 스택에 연결하

고 해당 장치의 운영 체제에 시스템을 통합하

면 된다.  

 

PROFInet 스택의 DCOM 메커니즘은 장치의 

운영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

리적 및 논리적 장비 개체의 장치별 특정 

DCOM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개체 및 

ACCO를 구현한다.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구성 요소로 장치를 조

립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설명을 XML에서 작

성해야 한다.  

 

산업 IT을 위한 PROFInet 자동화는 단순하

고 신뢰성이 있으며 시스템 독립적이기 때문

에 다시 말하면 자동화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첫 PROFInet 제품은 독일 Haover 박람회에

서 2001년 4윌 23일부터 28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각 업체들의 합동하여 전시하는  

PROFIBUS BOOTH(Hall 15, Stand A 14) 에

서는 처음으로 PROFInet 사용가능 제품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실제 응용 프로그램상에 

서 선보이게 될 것이다. 

Architecture of a PROFInet 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