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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의 구축을 가속 「CC-Link IE TSN」의 사양 공개 
 

～TSN 기술을 채용하고, 기존 CC-Link IE 의 성능・기능을 대폭으로 향상～ 

 

 

이더넷 베이스의 산업용 오픈 네트워크 CC-Link IE 의 보급활동을 전개하는 CC-Link 협회 

(본부：일본, 나고야시)는 CC-Link IE 의 차세대를 짊어질 네트워크로서 「CC-Link IE TSN」의 사양 

책정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CC-Link IE TSN 은 기존 CC-Link IE 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표준 이더넷 규격을 확장한 TSN(Time Sensitive Networking)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FA(생산현장)와 IT 의 융합을 실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프로토콜로 기존 CC-Link IE 의 성능・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방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타입의 기기에 실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어 통신과 IP 통신에 의한 정보 통신의 혼재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IoT 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구축이 보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C-Link IE TSN 의 구체적인 사양은 금일부터 CC-Link 협회의 회원 사이트를 통해 파트너 각 사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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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k IE TSN 사양 릴리스의 배경 

 

CC-Link IE 는 업계 최초의 １Gbps 이더넷을 베이스로 한 산업용 오픈 네트워크로서 2007 년에 

사양이 공개되어 일반 입출력 제어로부터 시작하여 모션제어, 안전제어로 그 기능・적용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１Gbps 의 광대역을 활용한 고속・대용량의 제어 통신(사이클릭 통신)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 통신(비리얼타임 통신)의 혼재를 실현, 네트워크의 이상 발생 시 진단의 

용이함 등을 특징으로 하여 생산현장을 제어・감시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의 정보 수집・

해석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IoT 시스템이 실용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범용 이더넷 통신을 실장한 폭넓은 기기의 

활용이나 고기능 드라이브 기기의 요구, 다양한 타입의 기기에 프로토콜 실장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CC-Link 협회는 기존의 CC-Link IE 의 성능・기능을 

대폭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이더넷 기술로서 주목 받는 TSN 을 채용한 네트워크 

「CC-Link IE TSN」을 개발하였습니다. 

 

 

 

 

■CC-Link IE TSN 의 특징 

 

1. 유연한 IoT 시스템 구축 

 시분할 통신 방식으로서 이더넷 통신 기술「TSN(Time Sensitive Networking)」을 채용 

 제어 통신의 리얼타임성을 확보하면서 IP 통신을 통해 말단기기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  

 

2. 시스템의 조기 기동・복구   

 SNMP 대응 이더넷의 범용 진단 툴 활용으로 네트워크 진단이 더욱 간단 

 대응기기의 시각 동기로 트러블 발생 시의 원인 규명이 간단 

 

3. 더욱 향상된 생산성 

 통신 성능의 향상으로 31.25μs 보다도 고속인 모션 제어에 대응 가능한 프로토콜로 택 

타임을 단축 

 통신 주기의 최적화로 고주기 통신과 저주기 통신을 조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실현 

 

4. 개발 방법의 다양화 

 전용 통신칩(ASIC 등)부터 범용 이더넷 통신칩에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실장까지 폭넓은 

개발 방법에 대응 

 1Gbps 뿐만 아니라 100Mbps 에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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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k IE TSN 대응 제품의 개발상황 

 

CC-Link IE TSN 의 구체적인 사양은 금일부터 CC-Link 협회의 회원 사이트를 통해 파트너 각 사에 

공개됩니다. 사양 책정에 참여한 일부 파트너사는 이미 제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응 제품은 

2019 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년 11 월 시점으로 차세대 CC-Link IE 대응제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CC-Link 협회의 간사회사를 비롯한 파트너 각 사로부터 지지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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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동의 코멘트 (알파벳순, 경칭 생략)＞ 

 

3M 재팬 주식회사 전력・전자 솔루션 사업부 전자부품 영업부 

부장 Funayama Akiyoshi 

최근 모노즈쿠리의 공정의 가시화, 생산효율 향상의 니즈를 배경으로 각종 제조 장치를 비롯하여 

로봇, 센서 등을 일괄 제어하기 위해 산업용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사는 더 나은 진화를 이루는 「CC-Link IE TSN」의 제안에 동의하며 높은 전송 신뢰성, 

견고성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커넥터 및 케이블 어셈블리 제품의 제공과 개발을 추진하여 전세계에 

「CC-Link IE TSN」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서포트할 것입니다. 

 

어드밴텍 주식회사 iFactory 사업부 책임자 Furusawa Takaaki 

어드밴텍 주식회사는 CC-Link IE TSN 이 새로운 이더넷 기술의 근간을 쥐는 유연한 IoT 시스템 구축을 

확실하게 하는 핵심 제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Brendan O’Dowd, General Manager, Automation Energy Group,  

Industrial Automation, Analog Devices, Inc. 

아날로그・디바이시스는 4-20mA 통신에서 시작되어 시리얼・필드버스, 그리고 공장용 이더넷 대응 

프로토콜까지 산업용 통신에 대한 솔루션 제공의 풍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진화의 과정에서 CC-

Link 는 고객의 자동화로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날로그・디바이시스는 견고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CC-Link 이더넷 솔루션을 강력하게 서포트할 

것입니다. 

 

Jürgen Gutekunst, Senior Vice President Mobility, Balluff GmbH 

Balluff 는 CC-Link 협회의 간사회사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CC-Link 와 CC-Link IE 를 서포트해왔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인 「Innovating Automation」은 저희가 센서와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전문가이며, 센서 

사업을 주축으로 한 솔루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텔리전트한 센서부터 컨트롤러로, IO-Link 

데이터 전송의 리딩 컴퍼니인 Balluff 는 고객의 디지털화와 IIoT 전략의 파트너입니다. 저희의 CC-Link 

IE 제품은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Balluff 는 CC-Link 협회와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기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솔루션과 제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liver Kleineberg, Global CTO Core Networking, Hirschmann Automation and Control GmbH 

Hirschmann 은 TSN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IEEE 802 표준의 여명기부터 본 기술의 발전에 공헌해온 

저희가 CC-Link IE TSN 에 결실을 눈앞에 둘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TSN 기술로 CC-Link IE 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IIoT, 스마트팩토리의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합니다. Hirschmann 의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는 고정도의 동기품질과 전송기능을 제공하고 CC-Link IE TSN 네트워크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isco Systems 합동회사 대표 집행역원 회장 Suzuki Kazuhiro 

Cisco Systems 는 비즈니스에 창조적인 파괴를 가져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CC-Link IE TSN」은 공장에서의 OT 와 IT 의 통합, 데이터의 유통 등 제조업의 고객 디지털화에 

강고한 플랫폼이 되며, 비즈니스의 가치 창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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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주식회사 컴포넌트 본부 네트워크 기술부  

부장 Mizuno Hiroyuki 

고도의 I/O 통신과 정보 데이터의 송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CC-Link IE TSN 은 사용하시는 고객에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릴리스에 지지와 동의를 하며 당사도 제품의 

대응 개발・판매를 통해 CC-Link IE TSN 의 보급에 공헌하겠습니다. 

 

Justin Testa, Vice President, In-Sight Business Unit, Cognex Corporation 

CC-Link IE TSN 은 네트워크 기술의 성능이나 상호 운용에 있어서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기술입니다. 

Cognex 의 화상 센서는 제조공정과 인더스트리 4.0 에서의 중요한 데이터 통신을 자동화하는 것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아키텍쳐가 유연하므로 다양한 기존의 데이터 관리, 진단 및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손쉽게 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속, 고정도의 동기 

성능으로 모션 제어를 위한 고도의 화상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ognex 는 이 CC-Link IE TSN 을 보다 고도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기술로서 큰 이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CONTEC 대표이사 사장 Fujiki Katsutoshi 

CC-Link IE TSN 은 공작기계・로봇을 진화시키는 큰 이노베이션입니다.  

모션 제어와의 통합, TSN 기술의 서포트가 CONTEC 의 IPC 나 IoT 의 솔루션과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고객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le Hübner, Product Management IO Terminals, Festo AG & Co. KG 

2001 년, CC-Link 를 채용한 최초의 밸브 터미널 CPV 를 개발한 이래로 저희는 CLPA 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CPX 및 CTEU 등의 CC-Link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저희는 CLPA 테스트 센터에서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CLPA 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자회사와 저희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CC-Link IE Field 프로젝트, 차세대의 기가비트 대응 

필드버스에 대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좋은 협력관계와 서포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포티넷 재팬 주식회사 사장집행역원 Kubota Norio 

CC-Link IE TSN 의 사양책정이 완료되고 공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oT 가 제조업에도 확대되고 

있는 현재, TSN 기술을 도입한 CC-Link IE TSN 은 그 보급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사에서는 CC-Link 협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원하며, 산업용 보안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Sebastian Hilscher, Division Manager, Development, Hilscher Gesellschaft für Systemautomation 

mbH  

힐셔는 산업용 통신의 핵심 서플라이어로서 오랜 기간 CC-Link Family 대응의 통신 인터페이스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 성공 경험에서 CC-Link IE TSN을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센서에서 클라우드로의 통신을 구축하는 IIoT 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PC 카드나 임베디드 모듈, 게이트웨이와 같은 제품군을 비롯하여 산업용 통신 SoC「netX」로의 차세대 

CC-Link IE 실장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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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Bergdahl, Product Marketing Manager, HMS Industrial Networks AB 

자동화가 진행되는 공업계에서 접속 솔루션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HMS Industrial Networks 사의 

산업계의 생산현장에서 기업 시스템, 더 나아가 세계적인 IT 시스템으로 접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폐사 Anybus 제품에서는 CC-Link, CC-Link IE Field 의 접속 솔루션으로서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CC-Link 협회에서 발표하는 최신 네트워크 CC-Link IE TSN 도 Anybus 제품으로의 신속한 전개로 

강고한 협력체제를 계속하겠습니다. 

CC-Link 협회와 HMS Industrial Networks 사의 CC-Link IE TSN 보급 협력관계의 끝에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IAR 시스템즈 주식회사  

APAC 디렉터 겸 대표이사 사장 Uemura Kiyofumi   

시장을 리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 체인인 IAR Embedded WorkbenchⓇ for Arm 에 대응하는 샘플 

프로토콜이 많은 파트너 기업에서 제공됨으로써 차기 CC-Link IE 의 레퍼런스 툴로 유연한 실장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산업 네트워크의 시장이 확대되고 폐사 툴의 

새로운 사용자가 증가할 것을 확신합니다.  

 

IDEC 주식회사 세일즈・마케팅 총괄본부 상품・시장전략 총괄부 오토메이션 솔루션 추진부  

부장 Matsumoto Hiroki 

IoT 의 조류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가운데, 타 산업용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고려되어, 글로벌에서의 

보급을 기대할 수 있는 CC-Link IE TSN의 릴리스에 강하게 지지동의 합니다. 당사는 네트워크 기기, 코드 

리더, 스위치 제품의 대응개발・판매를 통해 CC-Link IE TSN 의 보급에 공헌할 것입니다.    

 

Peter Bernhardt, Head of Sales & Marketing, MESCO Engineering GmbH 

 MESCO 는 프로세스 및 공장 자동화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파트너이며 

산업용 통신, 기능안전 및 방폭에 관한 독자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C-Link IE TSN 은 산업용 

통신의 고도의 요구를 만족하고 있으며, CC-Link IE Safety 는 안전에 중요한 실장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CC-Link IE TSN 스택, CC-Link IE Safety 스택 그리고 안전/비안전 애플리케이션용 평가 보드를 

포함합니다. 또한 MESCO 는 CC-Link IE TSN SDK 를 사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 나고야제작소  

FA 시스템 총괄 부장 겸 FA 시스템 제 1 부장 Tsuzuki Takayuki 

당사는 폭넓은 FA 제품의 개발・판매, FA 통합 솔루션 e-F@ctory 의 제안과 함께 오랜 기간 CC-Link 와 

CC-Link IE 를 서포트해왔습니다. 향후의 산업용 네트워크의 주류가 되는 TSN 기술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FA(생산현장)과 IT 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CC-Link IE TSN 의 보급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CC-Link IE 

TSN 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FA 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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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ky Comini, Director, Industrial Automation,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Solutions, Molex 

Incorporated 

대망의 TSN 기술을 채용한 CC-Link IE TSN이 실현하는 오픈성에 IT와 OT를 융합한 고속 컴퓨팅, 모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새로운 IIOT 구축이 가속될 것입니다. 

당사도 네트워크 I/O, 안전 시스템, 엣지 컴퓨팅 관련의 제품 개발과 협업을 통해 CC-Link IE TSN 의 

보급에 공헌하겠습니다. 

 

일본전기 주식회사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 기술부장  

Okayama Yoshimitsu 

CC-Link IE TSN 의 보급은 기존 IT 와 FA 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IT 업계나 FA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IT 나 FA 시스템의 상호 접속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CC-Link IE TSN 의 무선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리엔탈모터 주식회사 영업총괄부 상품기획부  

Sugimoto Ryuta 

향후 기간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당사도 CC-Link IE TSN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oT 시스템의 구축에 공헌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제어로서 CC-Link IE TSN 으로 이어지는 스태핑 

모터/액츄에이터의 개발을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파나소닉 디바이스 SUNX 주식회사 센싱 사업부 센싱 상품 기획부  

부장 Kasugai Jun 

제어 시스템의 IoT 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각 제어기기의 Network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CC-Link IE TSN 대응을 센싱 및 안전 제품으로 전개하여 FA 업계의 IoT 화에 공헌하겠습니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본부 IA 솔루션 사업부  

산업 시스템 솔루션부 Mori Yuji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FA 산업에서 산업 네트워크는 중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정보계와 

제어계 네트워크를 융합한 CC-Link IE TSN 은 최첨단 기술이며, 앞으로 FA 계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르네사스는 기존부터 CC-Link Family 대응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차세대 사양 제품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스 인더스트리 비즈니스 디지털 플랜트 HMI 액티비티  

VP Ishii Tomoa   

CC-Link IE TSN 이 세계적 표준 기술에 따른 리얼타임성 확장에 발을 내디딘 것을 바탕으로 

간사회원으로서 대응제품 제작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Pro-face HMI 의 특징인 풍부한 접속기기의 

확충의 일환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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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iano Bolzoni, Chief Executive Officer, SecurityMatters B.V.  

SecurityMatters 는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이버 복원력에 대해 15 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검출 위협, 프로세스 결함이나 보수 문제로부터 산업환경을 지켜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CC-Link IE 와 CC-Link 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견고성과 오픈성을 함께 갖춘 사양은 

최첨단의 네트워크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한 산업용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서버 보호와 

예지 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CC-Link IE TSN 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나 Industry 4.0.을 실현함에 있어서  

강한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는 보다 나은 서버 보호 

기능의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MC 주식회사 개발 제 5 부  

부장 Morikawa Fumio 

CC-Link IE TSN 릴리스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응제품의 개발・판매를 통해 CC-Link IE TSN 의 

보급에 공헌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고도의 기술을 쌓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마이크로 컨트롤러&디지털 IC  

그룹 디렉터 Paolo Oterl 

『CC-Link IE TSN』이 ST 의 STM32 Family 에 대응하는 것으로 CC-Link IE 대응기기의 개발자는 업계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Arm® Cortex®-M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최적의 코스트로 유연성 높은 인더스트리얼 IoT 기기의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Zuken Elmic 주식회사 개발본부  

본부장 Fujii Takashi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IoT 에 의한 스마트 공장/모노즈쿠리의 실현은 가속의 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CC-Link IE TSN 의 발표는 고객의 생산성, 수익성을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끌 것으로 큰 

기대와 함께 지지 동의합니다.  

폐사에서는 이전부터 Network/Streaming 기술을 베이스로 하여 CC-Link 관련된 대응제품을 

미들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CC-Link IE TSN 에 관해서도 제품개발, 제품판매를 통해 보급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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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k 협회에 대하여 

 

CC-Link 협회（CLPA）는 전세계 3,300 사가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CC-Link 협회 및 회원 기업의 공통 목표는 CC-Link Family 오픈 네트워크의 추진과 기술 개발이며, 

사용자의 통합형 생산 시스템의 도입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있어서 CLPA 는 산업용 통신의 새로운 오픈 스탠더드 개발의 주역이자 회원사의 접속 제품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품질의 관리 기관으로서 접속 제품의 인증과 오픈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LPA 는 회원을 대표하여 고도의 CC-Link Family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더 나은 보급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CLPA 의 간사회 멤버는 3M, Balluff, 

Cisco, Cognex, IDEC, 미쓰비시전기, Molex, NEC、Schneider Electric Japan Holdings 입니다. 

 

 

 

 

 

 

 

 

 

 

 

 

 

 

 

 

 

 

 

 

 

 

 

 

 

문의 

CC-Link 협회  우)075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A 동 711 호 

한국지부   TEL：02-3663-6178 / FAX：02-6224-0158 /  URL：http://kr.cc-link.org/ko 

 

*본문 중의 모든 제 3 자 상표 및 등록상표는 각각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에 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