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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mbedded Linux based EtherCAT Master System
for Multi-axis Motion Control

*송영훈1, #이경창2, 이석1, 이상태3, 원종백3

*Y.H.Song1, #K.C.Lee(gclee@pknu.ac.kr)2 , S.Lee1 , S.T.Lee3 , J.B.Won3

1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2부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3주식회사 아진엑스텍

Key words : Motion control, Industrial network, EtherCAT, Embedded linux , EtherCAT master

EtherCAT network

Embedded
LinuxNIC drivers NIC1

EtherCAT              packets

Slaves

EtherCAT Master Stack

Application

Application layer
API

EtherCAT Master Core

OS abstraction layer

EtherCAT net drv Threads, mutexes, timer, etc.

Frame scheduler

Task cycles

Mailbox
CoE

Distributed
Clock

Process
Images

Process Task

Fig. 1 Structure of EtherCAT Master

1. 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 공정은 점차 자동화, 
네트워크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센서와 엑추에

이터에 까지 네트워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다축 

모션제어와 같이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

하기 위한 전용 프로토콜이 많이 개발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CANopen, SERCOS, Profibus, 
EtherCAT 등이 있다. 이 중 EtherCAT은 ethernet 
표준에 고속 동기화를 위한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ethernet 규격을 준수하면서 자동화에 이용하기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며,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해 다축 모션제어 응용에서 요구하는 실시

간, 동기화 특성을 만족할 수 있다.
또한, Embedded linux는 SoC로 구성된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OS로, 뛰어난 확장

성,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 성능 또한 뛰어나, 산업용 실시간 

응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embedded linux를 기반으로 하는 

EtherCAT 마스터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구현 

결과를 보이는데 초첨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EtherCAT 마스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3장
에서는 embedded linux 기반 EtherCAT 마스터의 
구현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이야기 한다.

2. EtherCAT 마스터의 개요

EtherCAT 프로토콜은 2002년 독일의 Beckhoff사
에서 개발된 ethernet 기반 고속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이다. 특히, 기존에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CANopen이나 SERCOS표준에서 사용하

고 있는 자료 구조를 지원하여 호환성을 높였으며, 
마스터 구현을 위해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사용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EtherCAT 마스터는 크

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therCAT Process 데
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모션 제어를 수행 하는 

Application 부분, embedded linux의 기본 NIC 드라

이버를 사용하여 EtherCAT 패킷을 송/수신 하는 

OS 부분, 마지막으로 EtherCAT 마스터의 전반적인 

기능을 하는 EtherCAT 마스터 코어 부분이다. 마스

터 코어는 다시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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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 I/O test in embedded linux

API는 마스터의 초기화와 설정, process im-
agerhksfl, Mailbox 관리,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상태

제어, 네트워크 상태 확인, 마스터 검증, 오류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사용자 어플리케

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Mailbox 기능은 CANopen over EtherCAT 자료구

조를 지원하고, 시스템 파라미터, 또는 offset 설정

값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마스터는 

3가지 종류의 태스크 사이클을 사용하는데, process 
image 업데이트용, Mailbox 업데이트용, 진단 및 

자동 복구용 사이클로 프레임 스케줄러에 프레임

을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모든 태스크는 하드 

리얼타임을 필요로 하며, PI업데이트 사이클 내에 

종료 되어야 한다.
마스터에서 EtherCAT 프레임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업데이트 타이밍과, 어플리케이

션의 접근 정도에 따라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Asynchronous 모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태스크와 

프로세스 이미지 업데이트 사이클이 독립적으로 

구동 되며, 매 교환 마다 최신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Synchronous 모드는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어플

리케이션 사이클 없이 프로세스 태스크 콜백 함수

에서 모든 데이터 교환이 일어 나도록 하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직접 슬레이브와 데이

터를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3. Embedded Linux 기반 EtherCAT 마스터

본 논문에서는 EtherCAT 마스터 구현을 위해 

embedded linux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스템은 

ARM926-ej 코어를 가진 삼성전자의 S3C2450 
MCU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embedded linux 
2.6.38 버전을 사용 하였다. 마스터 기능을 위해 

시스템에 1개의 ethernet 포트를 사용하였으며, 독
일 koenig-pa GmbH의 마스터 스택을 사용하였다. 

EtherCAT 마스터의 네트워크 셋업은 Network 
Information File 형식의 .xml 파일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xml 파일은 koenig-pa 사에서 제작한 

KPA 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 하였다. 테스

트에서 사용한 EtherCAT 마스터는 asyncronous 방
식을 사용하여 구동 하였으며, 기본 주기 1msec로 

동작 하였다. 테스트에서 사용한 EtherCAT 슬레이

브는 자체 개발한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PDO 데이터는 입/출력 각각 40byte를 사용하였다. 
그림2에서 입/출력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문제없이 입/출력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축 모션제어를 위한 EherCAT 
마스터 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안 하였다. 또한 

개발이 편리하면서 관리가 쉬운 embedded linux를 

사용하여 마스터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

용 실시간 응용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입/출력과 상태 천이 

등에 대해서 기능 검증을 한 수준이며, 실시간 산업 

응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무결성, 입/출력 전송지

연, 프로세스 점유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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