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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Atlas) 2 Plus 

프로피넷(PROFINET), 이더넷아이피(EtherNet/IP), 이더캣(therCAT) 진단툴 

 

 
 

 

 
전체 메뉴표시 대쉬보드 

 

네트워크 진단 툴 아틀라스(Atlas) 2 제품은 시스템 운영 중 

예상치 않은 다운 타임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분석 및 

진단 시스템입니다.   

설치에 문제된 기기 /케이블 문제 /펌웨어 문제 /잘못된 구성 

/네트워크 토폴로지 문제 등을 빠르고 손쉽게 알아 냅니다. 
 

⚫ 네트워크에 필요한 단 한가지의 툴 

아틀라스는 다운 타임 감소와 관련된 산업 자동화 분야의 모든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툴입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플러그를 꽂고 자동으로 네트워크 탐색을 시작함으로써 

네트워크내의 장치를 인식하고 기기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 

시작하여 사용자가 웹 기반의 지정 가능한 대시보드를 통하여 도구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이므로 별도의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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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제공 

아틀라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동적으로 표시되는 토폴로지의 표시 기능입니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그래픽 및 계층적 개요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토폴로지표시를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가 상호 연결된 방식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치에 대하여 NAMUR 표준에 따른 상태 아이콘을 사용하여 연결 정보를 표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내의 모든(가능한)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표시 

⚫ 네트워크 품질 

아틀라스는 네트워크 품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정보를 얻는 것은 원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아틀라스의 Q-factor (Quality factor) 표시 기능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순하게 표시합니다. 

Q-factor 는 통신상태의 숫자표시기능으로 0~5000 사이 (자동차 산업 표준에 따라) 또는 0~100%사이의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상태를 단순하게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태를 세가지 색상으로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Q factor 및 신호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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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기 목록 

기기 목록(Device List)에는 감지된 모든 네트워크 기기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의 모든 중요한 속성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전에 감지되었다가 분실된 기기도 여기에 나열됩니다.  

기기의 목록도 사용자 지정 그룹으로 그룹화 하고 액셀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기기목록 화면 

 

⚫ 상태 알림, 경고 및 알람 

알림 벨의 색상은 보고할 오류나 경고가 있는지 나타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에서 벨의 색은 녹색/ 

경고가 있는 경우 주황색/ 네트워크의 오류 의 경우 빨간색 벨 로 나타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알림 목록이 나타납니다. 알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공장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됨 /경고 알림: 'Ping 응답 시간 초과 /심각한 오류 및 경고(예: 

'Discards 에 대한 오류 수준 초과) 등 

 

 

 

 

 

 

 

 

 

 

 

 

 

 

 

 

상태 알림 및 경고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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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캣(EtherCAT)용 새로운 진단 인터페이스 (Option)  

이더캣도 많은 산업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중 규격상 가장 빠르게 나노초의 

정확도로 동기화되며 토폴로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오시리스는 이더캣 마스터 진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실시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태를 주기적(Cyclic)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커미셔닝(시운전) 마법사 (Commissioning Wizard) 

PROCENTEC 의 커미셔닝(시운전) 마법사는 네트워크가 사용된 프로토콜의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자동화된 검사 과정입니다. 이 검사는 프로피넷 커미셔닝 가이드라인 v1.36, 이더넷/IP 커미셔닝 가이드라인 v1.00 

및 프로피넷 과 이더넷/IP 네트워크에 대한 PROCENTEC 의 전문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항목은 마법사 작업을 수행한 후 성공적인 것으로 판정되거나 문제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메모리에 저장되고 필요한 때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닝 마법사 
 

⚫ 사용자 

플랜트 관리자/ IT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플랜트 운전자/ 유지보수 및 지원 부서 관련자 
 

⚫ 아틀라스 (Atlas) 특징 

- PROFINET, EtherNet/IP, EtherCAT 및 PROFIBUS 에 대한 24x7 원격모니터링 

- 배치 및 편집할 수 있는 메뉴대쉬보드 (Customizable dashboard) 

- 토폴로지(Topology) 표시로 광범위한 트리구조의 네트워크의 파악이 용이 

- Q-Factor 에 의한 손쉬운 네트워크 품질 파악 

- 기기 목록(Device list) 나열로 기기의 설정 및 현재상태 파악 

- 신호등 표시(Traffic light)로 상태 정보를 알기 쉽게 

- 알람 경보 기능 (Alarm notifications) 

- 시운전 마법사로 네트워크 품질 판정 

⚫ 제품 품번: HPT - 800311K (PROFINET) or HPT 800321K (EtherNet/IP) - Korean Version 

- 원본 품번      

- Atlas2 Plus OLED Display  101-800341  VIEW Link 

-         Atlas2 Plus OLED Display: PROFINET Permanent Monitoring Kit 100  101-800311  VIEW Link 

-         Atlas2 Plus OLED Display: EtherNet/IP Permanent Monitoring Kit 100 101-800321  VIEW Link 

-           EtherCAT License 추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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