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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Mercury) & 오시리스(Osiris) 

머큐리: 프로피넷(PROFINET), 프로피버스(PROFIBUS), 이더넷아이피(EtherNet/IP), 

이더캣(therCAT) 진단 태블릿 (7”, 10”) 

네트워크 진단 툴 머큐리(Mercury) 제품은 시스템 운영 중 예상치 않은 다운 타임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분석 및 진단 시스템의 오시리스(Osiris)를 탑재한 진단용 태블릿 제품입니다.   

오시리스(Osiris)는 네트워크의 진단 시스템으로서 설치에 문제된 기기 /케이블 문제 /펌웨어 문제 

/잘못된 구성 /네트워크 토폴로지 문제 등을 빠르고 손쉽게 알아 냅니다. 

 

 

 

⚫ 네트워크에 필요한 단 한가지의 툴 

오시리스(Osir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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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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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메뉴표시 대쉬보드 

 

⚫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제공 

오시리스(Osir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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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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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토폴로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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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품질 

오시리스(Osiris)는 네트워크 품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정보를 얻는 것은 원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오시리스(Osir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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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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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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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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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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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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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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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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iris 를 사용한 PROFIBUS 진단 

 머큐리(Mercury)에 프로피코어(ProfiCore Ultra)를 연결하여 프로피버스(PROFIBUS) 네트워크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결합하여 프로피버스(PROFIBUS) 고장을 감지합니다. 노이즈, 반사, 

전압 강하, 종단 문제, 이중 주소, 배선 파손 및 구성 결함 등 일반적인 PROFIBUS 고장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더 빨리 식별할 수 있고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다운타임이 

최소화됩니다. 
 

⚫ SNAP Analysis (On-Line 트러블슈팅 보조) 

고장을 감지하는 것보다 고장을 예측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기능인 SNAP Analysis(선택기능)가 

제공됩니다. 이 고유한 자체 학습 기능은 컴브릭스(ComBricks) 및 아틀라스(Atlas)를 통해 프로피버스(PROFIBUS) 

네트워크의 진단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문제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에 대한 즉각적으로 

진단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가상 비서인 Delphi 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제 복잡한 오실로스코프 이미지와 메시지를 직접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Option) 

 

⚫ Osiris Enterprise 

Osiris Enterprise 는 모든 아틀라스(Atlas) 장치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오시리스(Osiris) 플랫폼의 추가 기능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여러 아틀라스 장치의 데이터를 하나의 편리한 개요에 통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나열하고 

개별 장치 데이터를 드릴다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요내용은 사용자 PC 를 통해 액세스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를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Osiris Enterprise 를 적용하면 네트워크에 다른 

아틀라스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문제 없이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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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리스(Osiris)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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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 및 편집할 수 있는 메뉴 대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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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iris Enterprise 로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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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기능별 품번 (머큐리 : Mercury) 

Mercury 7" Standard Kit 101-821220 VIEW 

Mercury 7" Plus Kit 101-822220 VIEW 

Mercury 7" Pro Kit 101-823220 VIEW 

 

Mercury 10" Standard Kit 101-821320 VIEW 

Mercury 10" Pro Kit 101-823320 VIEW 

 

Mercury 7" PROFINET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220 VIEW 

Mercury 7" PROFINET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220 VIEW 

 

Mercury 10" PROFINET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320 VIEW 

Mercury 10" PROFINET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320 VIEW 

 

Mercury 7"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410 VIEW 

Mercury 7"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410 VIEW 

 

Mercury 10"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420 VIEW 

Mercury 10"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420 VIEW 

 

Mercury 7" PROFINET &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510 VIEW 

Mercury 7" PROFINET &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510 VIEW 

 

Mercury 10" PROFINET &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00 101-824520 VIEW 

Mercury 10" PROFINET & EtherNet/IP Troubleshooting Kit 1G 101-825520 VIEW 

     EtherCAT License 추가 별도  

 

 

⚫ 제품 기능별 품번 (오시리스: Osiris - PC 버전) 

Osiris: Standard Software Package  101-710100  VIEW 

 

Osiris: App: Commissioning: PROFINET License 101-700201 VIEW 

Osiris: App: EtherTAP PROFINET Analysis 101-700204 VIEW 

 

Osiris: App: Commissioning: EtherNet/IP License 101-700206 VIEW 

Osiris: App: EtherTAP EtherNet/IP Analysis  101-70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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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ris: App: EtherCAT Diagnostics License 101-720202 VIEW 

 

Security License  101-740200  VIEW 

Network Compare N/A  VIEW 

 

Osiris: App: Commissioning Package : Add-On for the Osiris software, including 

PROFINET & EtherNet/IP Commissioning licenses. 101-710200 VIEW 

 

Osiris: App: PROFINET Features 101-710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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