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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개요개요    

모든 분야의 기업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

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 내 상위 

레벨에서는 IT 시스템과 산업 자동화와의 

점진적인 통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개발은 PROFIBUS 기술을 수직

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개방성을 

완벽히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PROFInet은 PROFIBUS의 수직 통합에 대

한 분명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상

위 레벨 자동화 시스템과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Ethernet 통신 매체를 선택하였다. 

기존 PROFIBUS 기술의 수직 확장은 다음 

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PROFInet은 I/O 수준에서 제어 수준

까지 분산된 자동화 시스템에 동일한 객체 

기반 아키텍처 개념을 나타내고, 이는 기존 

PROFIBUS 기술에 기초한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으로 원활히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proxy를 통해 PROFIBUS와 기타 필

드버스 시스템을 PROFInet 시스템으로 간

단히 통합하는 것도 포함된다. proxy는 

PROFIBUS상의 스테이션과 Ethernet상의 

기타 PROFInet 스테이션 모두를 위해 자동

화 객체 기능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을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PROFInet은 개방형 객체 지

향적 런타임 개념을 지정한다. 이 개념은 

통신 기능을 TCP(UDP)/IP와 같은 

Ethernet 섹터의 표준 기능 메커니즘에 기

반을 두고 있다. DCOM 메커니즘은 기본 메

커니즘 보다 한 단계 위에 위치하고 있고  

Hard real-time 통신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

이션 영역을 위한 대체 mechanism으로 적

합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PROFInet 

컴포넌트는 객체 형식으로 표시되며, 이들 

객체 간의 통신은 이미 언급한 객체 프로토

콜 메커니즘이 제공한다. PROFInet 스테이

션 사이의 링크 설정과 이들 스테이션 간의 

데이터 교환은 이미 구성된 상호연결에 의

해 제공된다. 

 

PROFInet 시스템 구성을 사용자가 친숙하

게 하기위해 멀티벤더 엔지니어링 개념이 

정의되었다. 이 개념은 여러 제조업체의 컴

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성 툴을 개발하

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facet 방식으로 제

조업체나 사용자의 기능적 향상을 개별적으

로 지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객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장

치를 개별적으로 특정 제조업체가 프로그래

밍하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연결 

편집기로 불리는 상위(superordinate) 엔지

니어링 툴을 사용하여 설치 전역을 상호 연

결하는 것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을 한 번의 설

치로 통합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양과 함께, 

PROFInet은 분산된 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수명주기(life-cycle) 단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자료는 PROFInet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

는 4개의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이번 첫 

번째 시리즈는 엔지니어링이란 주제를 다루

고 잇다. 이 주제는 시스템 설계자와 설치 

오퍼레이터를 포함한 기술 사용자 모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PROFInet의 특별

한 내용으로써 실제 제품 가격 하락이 수 

년 동안 계속되어왔고 더 이상은 잠재적인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설치 설

정 및 작동측면에서 비용절감을 잠재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것이 또한 PROFInet의 특

징이다.  

목표목표목표목표    

PROFInet 사양이 작성될 때 가장 주요한 

목표는 시스템 운영을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설치 구축자 및 오퍼레이터를 위해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으로서 엔지니어링 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고, 실제로 PROFInet과의 자

동화 솔루션 엔지니어링은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편리할수록, 

시스템 내부는 보다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PROFInet 엔지니어링 모델에서도 그

렇다. 이런 이유에서 시스템 설계자는 다음

과 같은 목표에 달성한다. 

 

- 어떤 제조업체의 컴포넌트도 단일 엔지니

어링 툴에서 편리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

도록 PROFInet 엔지니어링 툴을 능동적으

로 확장 시켜야 한다. 

 

- 상호연결, 매개변수화, 검사와 시운전, 진

단 등과 같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측면을 제

공해야 한다. 

 

- 기존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및 엔

지니어링 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로세스 제어용 OLE for Process 

Control(OPC), Fieldbus Device Tool(FDT)

과 같은 기존의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 

 

- PROFInet이 전체 기업에서 다른 DP 프

로세스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여기에

는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과 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 

 

- 특별한 툴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PROFInet 엔지니어링 모델에 통합시키거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Excel과 같은 다

른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전송이 가능해야 한

다. 

 

- 기존 필드버스, 특히 PROFIBUS DP를 

통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개념의 특징을 자세

히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모델을 간

략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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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필수적인 시스템

의 개방성은 위의 요건을 고려할 수 있는 

분명한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결

과적으로 PROFInet은 일관성 있는 객체 지

향적 접근법에 기초하고있다. Microsoft의 



컴포넌트 객체 모델 � Componet Object 

Model (COM)은 PROFInet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적절한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 여

기서 내장용 모듈을 만들고, 분명한 객체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접속과 관련된 이들 

모듈 기능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일정 양의 기능을 모두 그룹화한 것이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정된다. 이런 경우, 컴

포넌트가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행 방식을 컴포넌트 생성자에게 부

과하는 것은 아니다. 

 

VBA(VVVVisual BBBBasic for AAAApplication)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가 COM에 의해 표준화된 

OLE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PROFInet 

객체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용

자가 개별적인 향상을 통하여 PROFInet 엔

지니어링 툴의 기능 범위를 사용자의 개별

적인 요건과 간단히 일치시킬 수 있음을 말

한다. 

 

PROFInet 자동화 솔루션은 자동화 객체가 

함께 통신하는 런타임에 있으며, 이를 런타

임 자동화 객체 � Runtime AUTomation 

Object (RT-AUTO)라고 한다. 이들 객체는 

물리적인 PROFInet 장치에서 작동하는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로써 구성 툴을 사용하여 

RT-AUTO의 상호 작용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RT-AUTO는 전체 구성 프로세

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카운트 

파트, 즉 엔지니어링 시스템 자동화 객체- 

Engineering System AUTomation Objects 

(ES-AUTO)를 구성툴에 가지고 있다. 어플

리케이션이 컴파일되고 로드되면, 해당 

RT-AUTO가 각 ES-AUTO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구성 툴이 자동화 객체가 있는 장치를 알도

록 하기 위해, 소위 엔지니어링 시스템 장

치 � Engineering System Device (ES-

Device)의 형태인 객체의 카운트파트를 사

용한다. 정확히 말해서, ES-Device는 “논리

적 장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논리적” 

ES-Device

ES-Auto

Physical
Device

1

*

Logical Device

1

*

RT-Auto

Logical Device
(=Software)

Physical Device
(=Hardware)

PROFInet
Engineering System

그림 1. PROFInet 객체모델 



장치와 “물리적” 장치 사이에는 지정이 있

다. 대부분의 경우, 하드웨어, 즉 물리적 장

치의 각 항목에 정확하게 한 항목의 

firmware가 있는 “1:1” 지정이다. 그러나,

단일 하드웨어 항목이 여러 소프트웨어 패

키지를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

다. 슬롯 PLC가 있는 PC나 오퍼레이터 인

터페이스와 PLC 컴포넌트가 있는 Window 

CE 장치와 같이, 여유 컴퓨팅 파워를 가진 

장치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Moeller는 X System 범위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많은 수의 이런 장치를 제공할 것이

다. 

구성 툴의 관점에서 모든 객체를 나타낼 때 

엔지니어링 시스템 객체(ES-Object)를 사용

한다. 이 객체는 구성하는 동안 사용자가 

감지하고 조작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되고 

엔지니어링 객체의 기본 클래스가 된다. 

ES-Object의 Instanciation, 상호 연결 및 

매개변수화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설치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모델을 생성한다. 다운

로드로 활성화한 후, 런타임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 모델 평가에 기초하여 생성한다. 

PROFInet 사양은 ES-Object 사용에 기본

이 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객체 모

델을 설명한다. 이를 기초로, PROFInet과 

일치하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PROFInet 장치 제조

업체 모두가 자신의 구성 툴을 각자 개발하

는 등의 반복적인 낭비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Moeller는 Siemens 

SIMATIC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있는 상호

연결 편집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성툴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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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객체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마스터

(ES-Master)이다. 미리 설정된 모델로부터 

ES-Object의 개별적인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 ES-Master를 구현함으로써 컴포넌트 

제조업체는 PROFInet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자동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컴포넌트 제조업체는 PROFInet 구성 툴에 

ES-Master를 제공해야 한다. 이 컴포넌트

가 미리 설정한 모델에서 ES-Auto, ES-

Device 등의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떄

문이다. 컴포넌트 제조업체의 내장된 컴포

넌트를 활용하려면, 비어있는 어셈블리 지

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단한 방법이다. 자신의 컴포넌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업체와 구별

되는 특징을 제공하면, 자연적으로 컴포넌

트 제조업체의 어셈블리 지시 작성을 막지

는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설계자는 기존의 자동화 솔루션으

로부터 ES-Master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계자는 솔루션 또는 솔루션 부분

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여 다음에 다시 사

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생성된 솔루션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에러가 작은 이미 생

성된 솔루션을 사용하면, 실제 엔지니어링

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운전 단계를 

줄이게 된다. 

PROFInet 개념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재

활용(reutilization) 전략을 수반하고 있다. 

즉, 견본(specimen) 솔루션과 복합

(compound) 객체, 즉 엔지니어링 시스템 

혼합 객체 – Engineering System 



Compound Objects (ES-Compounds) 이다. 

견본 솔루션은 완전한 솔루션일 필요가 없

고 자동화 솔루션의 재사용 가능한 부분으

로 구성될 수 있다. 그 반면에, ES- 

Compound는 완전한 솔루션을 말하므로 자

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 모델로 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와 자동

화 솔루션에 단일(single) 객체로 표시된다. 

자동화 객체용 설명적 언어에 대해, 

PROFInet은 XML 표준을 사용한다. 프로그

램 가능 기능을 갖춘 장치의 경우, 컴포넌

트 생성기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호 연결 

편집기용 XML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이때 

프로그래밍 툴이나 다운스트림 툴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제조업체 툴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된다. 프

로그램 다운로드는 PROFInet 엔지니어링에 

의해 시작되고, 필요한 소유 메커니즘을 사

용하면서 제조업체가 구현해야 하는 프로그

램 다운로드 facet 방법으로 실행된다.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    보다는보다는보다는보다는    통신통신통신통신    설계설계설계설계    –    작동하는작동하는작동하는작동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자동화 솔루션 설계자가 PROFInet에서 가

지는 특별한 장점은 Ethernet 통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PROFInet 구성 툴의 필

수 기능은 객체의 통신 연결을 정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동화 객체를 라인 별로 

함께 연결하여 단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

로 PROFInet 개발자는 “연결 편집기” 개념

으로 만들었다. 

 

연결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즉 

한 객체의 데이터 소스를 다른 객체의 데이

ES-AUTO 3

ES-AUTO 2

ES-AUTO 4ES-AUTO 1

그림2. ES-Compound의 예 



터 싱크와 링크시키거나 한 객체에서 생성

된 이벤트가 다른 객체의 절차를 trigger 

하는 것이다.  

 

구성 툴은 자동화 객체의 데이터 및 이벤트 

인터페이스를 잘 알고 있기에 설계자는 이

들 인터페이스를 서로 연결한다. 상호 연결 

정보는 다운로드 시간에 장치로 로드된다.  

상호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자, 즉 소

비자가 데이터 또는 이벤트 생성자, 즉 공

급자에 연결을 설정하고, 구성된 데이터를 

요청한다. 각 제조업체가 자체 장치에 구현

하는 PROFInet 런타임 환경은 원활하고 에

러가 없는 통신을 보장한다. 

PROFInet의 경우, 모든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통신을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다. 런타임 커널에는 완전한 기능

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 

연결 데이터만 제공받으면 되는것이다. 대

비되고 있는 다른 접근법과 비교하여, 이 

러한 PROFInet의 특별한 장점을 나타내주

고 있다. 

FacetFacetFacetFacet 의의의의    놀라운놀라운놀라운놀라운    다양함다양함다양함다양함    

facet은 PROFInet 객체 모델을 향상시키는 

탁월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확

하게 무엇일까? facet은 ES-Object의 세부

적인 범위를 갖는 기능 또는 하위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는 객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상호 

연결 facet은 객체와 다른 객체들 사이의 

통신 링크만을 다룬다. 객체의 매개변수화

Manufacturer-
specific

programming
system

Component
generator

Component
description

(XML)

PROFInet
Tool

PROFInet
device

User
program

Facets

Object
model

Visual Basic
Office A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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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net
control

PROFInet
PLC

그림3. 엔지니어링 관점의 PROFInet 전체 아키텍처 



를 위해, 사용자는 매개변수화 facet으로 변

경한다. 사용자는 장치 지정 facet의 도움으

로 자동화 객체를 물리적인 장치에 지정한

다. 마지막으로, 상호 연결 정보가 다운로드 

facet을 이용하여 장치에 로드되는것이다.  

 

지금 설명한 facet과 같이, 일부 facet은 

PROFInet 표준에 따라 정의된다. 나머지 

facet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다. 자동

화 객체를 구현하는 각 컴포넌트 제조업체

는 자신의 facet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PROFInet 표준은 이런 facet이 ES-Object

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런 유형의 예는 최

상으로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진단 facet, 특정 기능을 검사할 수 있

게 하는 검사 및 시운전 facet, 기타 많은 

facet이 될 수 있다. 

 

장치 지정 facet에는 특정 자동화 객체와 

호환성을 가지는 장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구성 툴이 선택된 객

체가 또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만을 주어진 

자동화 객체에 표시할 수 있다. 그 반면에, 

고정 기능을 가진 장치의 경우 반대 방향으

로 절차가 실행된다. 즉, 사용자가 먼저 장

치를 선택하면 이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RT-AUTO가 표시되고, 이들 가운데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 

원리원리원리원리    문제문제문제문제    : : : : 개방형개방형개방형개방형, , , , 멀티벤드멀티벤드멀티벤드멀티벤드    설계설계설계설계    

PROFInet 사양은 구성 툴 인터페이스에 관

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든 제조

업체가 PROFInet에 따라서 자체 구성 툴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툴에는 특

정 제조업체의 구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른 제조업체의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엔

지니어링 툴은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정 제조업체의 부분을 통합한다. 

 

COM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모

든 구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백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PROFInet 전

략은 버스를 통해 통신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동시에 매 기회마다 제조업

체가 자신의 구현을 수행함으로써 경쟁업체

와 구별될 수 있을것이다.  

결론결론결론결론    

PROFInet의 장점은 특히 엔지니어링 영역

에서 두드러지고있다. 통신을 더 이상 프로

그래밍할 필요 없이 원래대로 구성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경우  

그 수고가 현격하게 간소화되고 proxy 개

념으로 기존 필드버스를 PROFInet 자동화 

솔루션에 원활히 통합시킬 수 있다. 

 

이미 검사 받은 솔루션을 다시 활용함으로

써 개발 및 시운전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현격한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기존 표준에 

기초하는 인터페이스의 자세한 사항을 공개

함으로써 모든 제조업체가 자신의 특정 제

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PROFInet 개념을 사용하여 PROFIBUS 기

술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PROFIBUS 

International(PI)은 IT 기술 분야에서 가장 

최근의 추세인 한 기업 내에 상위 및 하위 

IT 기능의 점차적인 통합을 완벽하게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PROFInet의 출

현으로 특정 제조업체와는 독립적으로 설치 

엔지니어링 개념을 창출하게 되었다.  

 



PROFInet 개발 활동은 PROFIBUS 

International에서 전력으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PROFIBUS International 회원은 

이미 PROFInet 사양의 첫 번째 버전을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PROFInet 소스의 

베타 버전도 검사 및 포팅 목적으로 본 개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들에게 발송되

었고 검사 수행 및 상호 운용성 검사 결과 

후, PROFInet 소스의 첫 번째 릴리즈를 

2001년 7월에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