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net 으로 세계를 연결 
 

개요 

 

개방형 PROFIBUS 기술은 처음 출현한 이후

로 응용 프로그램 영역의 논리적 확장을 목표

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자동화 아키텍처 관

점에서 이 기술의 발전 과정은 오랫동안  커

뮤니케이션 메카니즘과 응용 프로그램 프로파

일의 확장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각 기업의 고급 사무환경과 기업

의 글로벌 네트워크킹이라는 IT와 산업 자동

화의 통합은 기존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PROFIBUS의 수직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PROFInet

은 PROFIBUS의 수직 통합을 위한 개방적이

고 일관성 있는 개념을 제공하며 Ethernet은 

이 개념의 개방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PROFInet은 또한 투자 보호에 대한 고객 요

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데 즉 이 개념

은 기존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자동화 구조를 

통합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 기반한 PROFInet 개념은 다음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PROFInet = PROFIBUS + PROFIBUS와 IT 

표준 Ethernet과의 개방형의 일관성 있는 커

뮤니케이션 + 제조업체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모델 + 개방형 개체 모델을 통한 분산 자동

화. 

 

그러므로 기계 및 공장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함으로써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개방형의 일관성 있는 분산 

시스템의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들을 

PROFInet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PROFInet - 분산 자동화 개념 



목적 

 

1991년 IT산업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과 함께 

PROFIBUS International은 결정권을 갖고 기

업 내의 생산과 경영에까지 PROFIBUS 기술

을 보급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수직 확장 구조를 찾는 

것이었는데 즉 기존의 개방성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PROFIBUS에 기반하여 시스템 섹션을 원활

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전

체 필드버스에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

는 PROFInet의 사용으로 개방성의 측면은 더 

확장되었으며 이는 모든 필드버스 솔루션을 

PROFInet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게 해주

었다. 

 

또 다른 목표는 모든 수준의 사용자들이 상응

하는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화된 일관성

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는 자동화 

장비간의 수평 커뮤니케이션(자동화 통합)과 

사무, 경영 및 현장 사용자간의 수직적인 커

뮤니케이션(비지니스 통합)이 해당된다. 개체  

지향적 구성 요소 모델이 이 개념의 기초라 

할 수 있다.  

 

PROFInet는 특히 단일 데이터 모델을 기초로 

한 공장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픽, 텍스트 또는 스크립트 

기반 개체 상호 연결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들

을 생성하여 직관적으로 쉽게 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PROFInet  � 사무 및 자동화의 개방적이고 일

관성 있는 통합 

 

PROFInet 개념은 분산 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운영 단계를 포괄하며 다음의 주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 고도로 분산된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개방

형 개체 모델(아키텍처 모델) 

� Ethernet기반 개방형 개체 지향 런타임 커

뮤니케이션 개념(기능 단위간 커뮤니케이션 

그림 2. PROFInet을 사용한 산업 커뮤니케이션 



관계) 

� 제조업체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개념(응용 

프로그램 개발)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토대로 PROFIBUS 

International은 모든 버스 공급자들을 연결하

는 것은 물론 회사 내 중역간의 IT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했다. 

 

개체 모델( O b j e c t  M o d e l )  

 

현 지식 수준에서 개방형 개체 모델은 입출력

(Input/Output) 단계부터 경영 단계를 포괄하

는 고도로 분산된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한 단

일 아키텍처 개념의 기초가 된다. 이 개념은 

또한 기존의 PROFIBUS기술을 사용하고 있

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

해 준다. 게다가 개방형 개체 모델에서는 프

록시(Proxy)를 매개로 모든 필드버스 시스템

을 PROFInet시스템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다. 

 

PROFInet 아키텍처 개념은 Microsoft가 정

의한 구성 요소 개체 모델인 COM 개체를 기

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구성 요소는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

로 통신하는 개체들의 형태로 setup 된다. 

COM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라는 특정 

기능을 통합한다. 각 구성 요소는 특정 인터

페이스(여러 방법으로 면밀히 정의된 인터페

이스)를 지원한다. 즉 각 구성 요소가 인터페

이스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정의된 

인터페이스 및 그 기능(서비스)이 실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측에서 보자면 COM 구

성 요소는 단순히 무수한 인터페이스일 뿐이

다. 각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호출하여 클라이

언트는 해당 구성 요소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PROFInet에서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체(ES 

개체)와 런타임 시스템 개체(RT 개체)가 구분

되어 사용된다. ES 개체는 엔지니어링에서 

RT 개체를 뜻한다. ES 개체의 사례화, 상호 

접속 및 매개 변수화 작업으로 특정 공장의 

자동화 솔루션 모델이 만들어 지는데 이 엔지

니어링 모델을 평가한 후 다운로드를 시작하

면 런타임 소프트웨어 생성이 Trigger 되는 

것이다.  

 

PROFInet 개념은 런타임 시스템의 각 RT 개

체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ES 개체와 정확하

게 일치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런타임 시스템에 

매핑되거나 그 반대로 런타임 시스템이 엔지

니어링 시스템에 매핑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ES 개체간의 관계는 이에 일치

하는 RT개체간의 관계에 쉽게 mapping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대표적 엔지니어링 장

치인 ES 장치와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ES 소

프트웨어 모두에 적용된다.  

 

이 개념상으로 보면 ES 개체와 RT 개체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런타임 시

스템(장치)을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 구성이 

수행되고 두 번째로 RT 개체만이 실제 자동

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R u n t i m e  C o m m u n i c a t i o n  

 

런타임 커뮤니케이션은 COM 개체 인터페이

스를 통해 대략적으로 정의된 개체  모델에 

기반한 개체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런타임 모델이란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각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개체를 말

하며 이 경우 액세스는 자체 인터페이스, 방

법 및 각 개체간의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OLE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모

델에서는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하여 어떤 전

제 조건도 두지 않기 때문에 개체의 임프레션

이 장치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에서 유지되는 

한 구현 시 최대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런타임 개념은 TCP/IP 또는 UDP 등의 기존 

Ethernet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기본 메커니즘은 RPC 및 DCOM 메카니즘과 

함께 향상되었다. DCOM은 RPC 기반 분산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COM 기술의 확장형이

라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최적화 실시간 커

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을 임계 실시간 응용프로

그램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PROFInet 구성 요소는 런타임 시 개체 프로

토콜 메카니즘을 통해 통신하는 DCOM 개체

로서 매핑된다. 자동화 개체, 즉 COM 개체는 

DCOM 프로토콜이 정의한 형태인 PDU로서 

커뮤니케이션 라인에 나타난다. ‘DCOM 와이

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DCOM은 각 개체의 

ID 및 관련 인터페이스와 매개 변수의 연결 

방법을 모두 정의한다. 이는 인터페이스 정의

를 통해 결정된 표준 DCOM 패킷(packet)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에서 전송되게 해준다. 이

들 패킷은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되고 서버에서 

평가 및 해석된다. 이러한 전송의 특징은 서

버에 COM 개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구현 시 'illusion of an object’ 가 버스에

서 생성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ACCO(Active Control Connection Object)는 

구성 상호 연결을 위한 장치간의 데이터 교환 

그림 3. PROFInet 장치의 런타임 아키텍처 



및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셋업한다. 여기서 전

송은 이벤트로 제어된다. ACCO는 또한 오류

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품질 코드

와 시간 표시, 접속 파트너 모니터링, 접속 단

절 후 재접속 및 상호 연결 테스트/진단이 속

한다.  

 

엔지니어링 개념 

 

PROFInet의 사용자 친화적인 엔지니어링 개

념은 다른 필드버스나 새로운 Ethernet 솔루

션을 사용하는 자동화에는 이용될 수 없도록 

지정된 고유한 개념이다. 

 

PROFInet을 사용하여 PROFInet 장치에서 실

행되는 자동화 개체(RT Auto)는 런타임시 서

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경

계 조건 및 접속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정의된다. 이를 위해 각 엔지니어링 개체는 

ES Auto(엔지니어링 automation object) 사

용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조건을 결정하도

록 정의된다. 이 단일 모델 기초를 통해서 다

양한 제조업체는 엔지니어링 툴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S Auto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개체 모델을 통해서 다

양한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 요소를 사용

할 수 있는 구성 툴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패싯(facet)을 통한 제조업체 지정과 응용 프

로그램 지향 기능 확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제조업체에 따라 다른 장치 프로그래밍(구성 

요소 생성)과 고급 엔지니어링 툴을 사용하는 

설치 전반에 관한 상호 연결을 명확하게 구분

함으로써 다양한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을 

단일 공장에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ES Auto 는 구성 요소 제조업체가 직접 제공

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래밍한 

후 구성 툴 라이브러리에 통합한다. 제조업체

는 적절한 펌웨어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하여 

고정 기능을 가진 장치를 프로그래밍하며 장

그림 4. PROFInet 구성 편집기의 예 



치 공급업체는 로드 가능한 Auto 를 프로그래

밍하는 툴을 공급한다. 구성 툴을 이용하여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매개 변수화 및 상호 

연결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다. 

 

필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구성 요소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조

립하는데 필요한 툴은 어떤 시스템 공급 업체

에서 구입해도 된다. 

 

결론 

 

PROFInet개념은 분산 자동화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기초이며 여기서 PROFInet는 개방

형이며 제조업체 독립적인 자동화 시스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 특징만을 정의한

다. 이를 위해 PROFInet는 기존 제품 범위 

내에서 구현되며 분산 자동화에 필요한 기능

을 확장하거나 보충한다. 

 

PROFInet 접근법의 개방성과 일관성은 기존

의 널리 쓰이는 시장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 자동화 개체  모델: Microsoft COM/DCOM 

표준 

� 커뮤니케이션: TCP(UDP)/IP 및 DCOM 

wire 프로토콜 

� 엔지니어링 및 HMI에서의 Object handling: 

Microsoft OLE 및 Active X  

 

PROFInet 개념을 활용하여 PROFIBUS 기술

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 PROFIBUS User 

Organization이 IT기술의 최근 추세와 기업의 

상 하위 IT 구조 통합을 폭 넓게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PROFInet은 

제조업체 독립적인 공장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그림 5. 기존의 널리 쓰이는 시장 표준을 기반으로 한 개방성 및 일관성 



개념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또한 필드버스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문을 열었다. 

이처럼 PROFInet은 사무와 자동화를 개방적

이고 일관성 있게 연결하려는 본래 목적 이상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PROF IBUS  DP 정보 
 

Karlsruhe, 2000년 11윌 : PROFIBUS 

International은 Profibus DP-V2라는

PROFIBUS DP의 최신 확장이 완료되었

다는 것과 이에 대한 유효성을 발표하였

다. Profibus DP-V2는 기존의 프로토콜

스택에 많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슬

레이브간 커뮤니케이션, 타임 동기화 및

등시성의 버스 주기를 제공한다. 

PROFIBUS는 현재 DP-V1을 매개로 한

주기적 커뮤니케이션과 DP-V2를 매개로

한 슬레이브간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제공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고 특히 모션

컨트롤(PROFIDrive)과 보안(PROFISafe)

에서 새로운 적용 영역을 응용 프로그램

영역을 만들고 있다.  

 

DP-V2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에는 동일

한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는 등시성 버스

주기 설정이 있는데 이 기능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치 사이의 폐쇄 루프 제어를

제공한다.  

 

편차 가 100만분의 1초 미만인 고 정밀

위치 인지가 가능하다. 슬레이브간 커뮤

니케이션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주 

를 단축하며 응답 시간을 60에서 90 퍼

센트만큼 줄일 수 있다. 

 

타임 동기화는 타임 스탬프 기능을 제공

하여 이벤트가 정확하게 추적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시한 이벤트를 쉽게 등록

및 감지할 수 있게 해주며 고장 진단 및

정확한 시간적 작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진한다.  

 

새로운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

하면 어떤 크기의 데이터 패킷도 한 번의

명령만으로 필드 장치에 로드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번

거롭고 복잡한 로드 프로세스 없이 프로

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장치 교체를 수행

할 수 있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의 전

송 또는 필드 장치의 시작/중지 명령도

지원한다.  

 

이런 새로운 확장은 이전 버전과 완벽하

게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의 PROFIBUS가

설치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PROFIBUS ASIC은

지금 처음으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장

치 제조업체는 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Profibus DP-V2 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www.Profibus.com 을 방문하

거나 www.Profibus.co.kr을 방문하면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