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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G 회원 사 분들께, 

ETG Office Korea 에서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자 교육에 초대합니다.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자 교육

일시: 

장소:  

2019 년 5 월 30 일 - 5 월 31 일 

레드원테크놀러지 강의실 (서울) 

한정된 공간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참석자 수에 제한이 있사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메일은 별도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입금 완료 시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 

* 신청 마감일 : 2019 년 5 월 3 일 (금요일)

회원 사의 EtherCAT 구현에 필요한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에 관련 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EtherCAT Slave Evaluation Kit Workshop

본 워크숍은 Beckhoff Automation의 EtherCAT Slave 평가 키트(이하 EL9820)를 사용하여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 외에도 그들은 실질적인 연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참가 조건 

ETG 회원 사만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EL9820을 소지해야 합니다. 

(EL9820 견적문의는 emily.moon@beckhoff.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는 4주입니다.)

참가비 

1 인당  600,000원 (부가세 별도)

참가비 입금 및 세금계산서 문의는 레드원테크놀러지(주) 이윤주 님 (061-395-9911)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자 교육은 레드원테크놀러지에서 주관하고, ETG Office Korea에서 후원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emily.moon@beckhoff.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info@ethercat.org
http://www.ethercat.org/
mailto:keyyoo@etherc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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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2019 년 5월 30일, 목요일 

교육 시간 : 오전 10 시 - 오후 5 시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교육 시간 : 오전 10 시 - 오후 5 시 

주제  

EtherCAT Slave Evaluation Kit Workshop 

<1일차>

1. EtherCAT Communication Basic

2. EtherCAT Hardware Implementation

- Hardware Structure

- EtherCAT Slave Controller (ESC)

- Process Data Interface (PDI)

3. EL9820 Evaluation Kit

4. Development Environment

5. EtherCAT I/O Application

- Digital I/O Device

<2일차>

1. Slave Stack Code (SSC)

2. EtherCAT Complex Application

- EtherCAT Complex Device

- EtherCAT CoE (CANopen over EtherCAT)

- EtherCAT FoE (File access over EtherCAT)

- EtherCAT EoE (Ethernet over EtherCAT)

3. EtherCAT Network Monitoring

4. EtherCAT Slave Information (ESI) file

(*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EtherCAT 슬레이브 개발자 교육

2019 년 5 월 30 - 5월 31일

http://www.tri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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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5 월 30 - 5월 31일

등록 양식 

PC 로 작성 후, PDF 파일로 첨부하여, emily.moon@beckhoff.com 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 사항은 ETG Office Korea 에서 확인합니다. 

이 메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스팸으로 인한 필터 등)에는 인쇄하여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 (FAX : 02-2107-3969) 

회사 정보 회사 

명/ 기관명 1

주소 및 전화번호 1

국가, 도시 | 우편 번호 1

회사 홈페이지 1

참석자 정보 참석자#1 참석자#2(선택사항) 

성함 1

담당 업무 

연락처 1

메일 주소 1

비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EtherCAT 평가 키트(EL9820) 소지 여부 1

예 아니요 

한정된 공간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참석자 수에 제한이 있사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 2019 년 5 월 3 일 (금요일)

1 필수 입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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