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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일반사항일반사항일반사항

1.1.1.1.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방식의방식의방식의방식의 bus bus bus bus를를를를    채용했는가채용했는가채용했는가채용했는가????

((((예를들어예를들어예를들어예를들어    CMSA/BA, CMSA/CD,CMSA/BA, CMSA/CD,CMSA/BA, CMSA/CD,CMSA/BA, CMSA/CD,    master/master/master/master/

slave,slave,slave,slave,    mulmulmulmult- t- t- t- iple mastersiple mastersiple mastersiple masters등등등등))))

PROFIBUS의 Master/Slave 통신(hybrid media

access)은 Token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Services :

- 인식안된 SDN 송신데이터(multicast/broadc-

ast에 사용가능)

- 인식된 SDA 송신데이터

- 데이터와 함께 SRD 송신,응답(효율적인 bi-

directional 데이터 전송)

2.2.2.2. 네트웍에서네트웍에서네트웍에서네트웍에서    지원되는지원되는지원되는지원되는    최대최대최대최대    노드수는노드수는노드수는노드수는????

PROFIBUS는 segment당 32개의 노드까지 가

능하고 하나의 네트웍에 126개의 노드를 설치

할 수 있다.

3. Bus3. Bus3. Bus3. Bus구성은구성은구성은구성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되는가되는가되는가되는가????

기본기술은 동작에 아무런 이상없이 언제라도

노드를 통신라인상에서 연결 또는 해체가 가

능하도록 한것으로써 PROFBUS는 광전송기

술과 함께 ring과 star형 구성이 가능하다.

4. Repeater4. Repeater4. Repeater4. Repeater없이없이없이없이    전송가능한전송가능한전송가능한전송가능한    최대거리는최대거리는최대거리는최대거리는    어떻어떻어떻어떻

게게게게    되고되고되고되고    최대거리에서최대거리에서최대거리에서최대거리에서    지원되는지원되는지원되는지원되는    전송율은전송율은전송율은전송율은    얼얼얼얼

마인가마인가마인가마인가????

일반 전송선(Copper)을 사용시 최대거리는

1,000m이고 전송율은 9.6 – 187.5 kBaud 이다.

1번항 참조그림



최대거리는 fiber optic link를 사용하면 link당

2,300/15,000m 까지도 가능하다

5.5.5.5.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전송매체가전송매체가전송매체가전송매체가    사용되는가사용되는가사용되는가사용되는가????

- - - - Copper cable (IBM 형식으로 알려진 Shielded

twisted pair cable)

  . solid and stranded cable

  . specialized materials for plastic surrounding

- fiber optic

  . glass

  . plastic

- Infrared

6.6.6.6. 노드노드노드노드    입출력입출력입출력입출력    데이터용으로데이터용으로데이터용으로데이터용으로    얼마만큼의얼마만큼의얼마만큼의얼마만큼의 bit bit bit bit

가가가가    할당되어할당되어할당되어할당되어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PROFIBUS는 0에서 244 byte까지 가능하다

        

7.7.7.7. bus bus bus bus 전원장치는전원장치는전원장치는전원장치는????

특별한 bus power supply는 없다. 통신라인 양

2번항 참조그림

4번항 참조표



단에 설치되어 있는 terminal resistors에는 디

바이스와 함께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에 하나

의 조합으로도 시스템을 동작하는데 충분하다.

8.8.8.8. Field deviceField deviceField deviceField device가가가가 bus bus bus bus에서에서에서에서    전력을전력을전력을전력을    공급받을떄공급받을떄공급받을떄공급받을떄

전류값은전류값은전류값은전류값은    얼마인가얼마인가얼마인가얼마인가????

PROFIBUS PA는 두가닥선으로 연결된 디바

이스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것은 IEC 1158-2

사양을 적용한 것으로써 최대 전류는 방폭 지

역에서 동작시에는  coupler당 120mA이고 비

방폭 지역에서는 300mA 이다.

9. 9. 9. 9. 노드의노드의노드의노드의    addresses addresses addresses addresses 설정은설정은설정은설정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는가하는가하는가하는가????

다음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도 가능하다.

- DIP switche 또는 유사한 방법

- bus 연결을 통한 노드 address의 bus 설정

Any choice is possible

10.10.10.10. 중복중복중복중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검출기능검출기능검출기능검출기능    제공여부제공여부제공여부제공여부

기본적으로 환경작업시 중복된 address를 체

크한다. Master는 token을 보내기전과 예상하

지 못한 frame이 수신되면 중복된 address를

찾는다. Slave는 반드시 고유번호로 환경이 설

정되므로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mater로 해

당상황이 보고된다.

11.11.11.11.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스캔후스캔후스캔후스캔후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결함을결함을결함을결함을    발견하는발견하는발견하는발견하는

가가가가????

- 실제 리스트를 체크한다.

- 설정완료 Slave의 검사는 주기적으로 시행됨.

- 새로운 master 검사는 매번 실행됨.

12. 12. 12. 12.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스캔후스캔후스캔후스캔후    노드환경노드환경노드환경노드환경    검사가검사가검사가검사가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지는가지는가지는가지는가????

그렇다. Power-up 이후 config_check과 ident

number 검사가 이루어진다. 기능이 이루어 진

다.

13. 13. 13. 13. 에러검출에러검출에러검출에러검출    및및및및    수정수정수정수정    algorithmalgorithmalgorithmalgorithm을을을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있있있

는가는가는가는가????

PROFIBUS는 다음과 같은 여러종류의 에러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모든 byte에 Checkbit가 있음.

- 모든 메시지를 Checksum

- 효율적인 frame 검출을 위한 Startdelimiter

- Addressing 정보(source와 destination)

- 시작을 알아내기 위한 Inactivity detection

- Master 디바이스에서의 Transmitter check

- Token passing 진행과정 감시

- 여러번의 error 수정작업

- PROFIBUS는 message 중복기능을 포함

14. 14. 14. 14. 노드는노드는노드는노드는    parameter programmingparameter programmingparameter programmingparameter programming이이이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가가가가????    ((((예를들어예를들어예를들어예를들어    logic inversionlogic inversionlogic inversionlogic inversion과과과과    유사한유사한유사한유사한

Boolean Boolean Boolean Boolean ooooperationperationperationperation))))

parameter setup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 PROFIBUS는 동작중 각각의 parameter(최대

237 byte)를 설정할 수 있다.

- 실행중에 비주기적으로 parameter 교환

- 두번쨰 master에서 PC를 통해 Parameter

load

15. What I/O granularity does the Bus support15. What I/O granularity does the Bus support15. What I/O granularity does the Bus support15. What I/O granularity does the Bus support....

- 최소치는 한 바이트



- Granularity는 디바이스에서 결정된다.

- Integer, unsigned, floating point, string과 기본

구조형식이 가능함.

- node는 하나의 bit granularity IO-module을 가

지고 있을 수 있다..

- AS-I와 같이 하위 bit-level bus들에 연결된 여

러 link가 가능

16. 16. 16. 16. 최소한으로최소한으로최소한으로최소한으로    배정되는배정되는배정되는배정되는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공간은공간은공간은공간은????

이것은 디바이스에서 결정되며 최소한 한

byte가 될것이다.

17. AC 17. AC 17. AC 17. AC 입출력과입출력과입출력과입출력과 DC  DC  DC  DC 입출력의입출력의입출력의입출력의    한한한한 point point point point당당당당    비비비비

용은용은용은용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되는가되는가되는가되는가? ? ? ? 가장가장가장가장    고가의고가의고가의고가의    효율을효율을효율을효율을    가가가가

진진진진    장비를장비를장비를장비를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DC 입출력은 ET200M card channel당 ......$

정도.

AC 입출력은 ET200M card channel당 ......$

정도.

small node단가는 16개의 입력이 가능한

ET200L용 ......$

18. protocol 18. protocol 18. protocol 18. protocol 효율은효율은효율은효율은    어떠한가어떠한가어떠한가어떠한가????

Protocol 효율은 70% 가까이 되고

performance metrics 부분내의 구성은 40%정도

로써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 multiple protocol 19. multiple protocol 19. multiple protocol 19. multiple protocol 지원이지원이지원이지원이    되는가되는가되는가되는가????

- PROFIBUS FMS, DP, DP 확장기능의 3가지

는 동일선상에서 사용되고 하나의 노드에 설

치될 수 있다.

20. 20. 20. 20. 기술지원이기술지원이기술지원이기술지원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제작사수는제작사수는제작사수는제작사수는????

PTO의 최근발표 내용을 보면 800개 이상의

제작사에서 1600여종의 각기 다른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21. 21. 21. NNNNetwork scanner cardetwork scanner cardetwork scanner cardetwork scanner card의의의의    지원형태는지원형태는지원형태는지원형태는????

- 개인용 computer : PCI, PCMCIA, PC 104

ISA,  VME.

- 알려진 최신 PLC에는 PROFIBUS card가 설

치되어 있다. (AB, Modicon, GE, Mitsubishi등)

- 이외에도 여러 solution이 제공되고 있음.

22. 22. 22. 22.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기관에서기관에서기관에서기관에서 PROFIBUS  PROFIBUS  PROFIBUS  PROFIBUS 표준을표준을표준을표준을    관리관리관리관리

하고하고하고하고    보완된보완된보완된보완된    기술사양들은기술사양들은기술사양들은기술사양들은    3rd party 3rd party 3rd party 3rd party 제작사들제작사들제작사들제작사들

에까지에까지에까지에까지        통보되고통보되고통보되고통보되고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PROFIBUS는 PROFIBUS International에서 통

제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에 있는 25개의 현지

유저그룹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working Group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

여 계속적으로 기술사양들이 추가 또는 변경

되고 있으며 변경내용은 회원,비회원을 구별

하지 않고 공지되고 있다.

Installation, Diagnostics andInstallation, Diagnostics andInstallation, Diagnostics andInstallation, Diagnostics and

CommissioningCommissioningCommissioningCommissioning

1. 1. 1. 1. 노드의노드의노드의노드의    연결상태연결상태연결상태연결상태    및및및및    검증을검증을검증을검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진단시스진단시스진단시스진단시스

템이템이템이템이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 bus를 측정하고 설치에 알맞은 연결을 도와

주는 여러 진단도구가 있다.

- 간단한 전자측정기(electric meter)는 여러 경

우에 사용될 수 있다.(전원이 없을시의



segment는 110에서 130 ohm 까지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

2.2.2.2. SegmentSegmentSegmentSegment내에서내에서내에서내에서    최소한의최소한의최소한의최소한의    문제해결을문제해결을문제해결을문제해결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필요사항은필요사항은필요사항은필요사항은????

- Segmenting은 repeater 또는 optical link

module을 사용해서 이루어 진다.

- 단계적인 기동은 termination 통합사용에 의

한 연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3. 3. 3. 3. NNNNetwork etwork etwork etwork 진단을진단을진단을진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고단계의고단계의고단계의고단계의    도구는도구는도구는도구는    어어어어

떠한떠한떠한떠한        것이것이것이것이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모든 PROFIBUS Master는 application내에 세

부적인 진단기능을 가지고 있다.

- 각각의 slave 진단정보(slave 형태, 능력, 여

라종류의 상태정보)

- 모든 slave의 종합진단정보

- Master 진단정보

- 상태 counter

Service engineer는 bus monitor를 사용하여 bus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 모든 데이터 Monitoring

- Hardware filtering mechanism

- Time stamps

- Trigger conditions

- Special events

4. 4. 4. 4. NNNNetwork configurationetwork configurationetwork configurationetwork configuration은은은은    원격에서원격에서원격에서원격에서    재저장할재저장할재저장할재저장할

수수수수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 Network download protocol은 표준으로 정의

됨

- 몇몇 시스템은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방지하

기위한 독자 protocol을 가지고 있다.(network

configuration 과 PLC configuratio은 독립적이

지 않다)

5. 5. 5. 5. 여러여러여러여러    node configurationnode configurationnode configurationnode configuration의의의의    상태를상태를상태를상태를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점검할점검할점검할점검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monitoringmonitoringmonitoringmonitoring    도구가도구가도구가도구가    제공되제공되제공되제공되

는가는가는가는가????

- bus monitor와 같은 여러가지의 configuration

tool이 제공된다.

- 많은 사용자는 PLC scan을 포함한 cycle

time 보다 reaction time에 관심을 갖는다.

6. 6. 6. 6. 노드에서노드에서노드에서노드에서    직접직접직접직접    진단되는지진단되는지진단되는지진단되는지    아니면아니면아니면아니면    분산기분산기분산기분산기

능이능이능이능이    있는지있는지있는지있는지????

  

-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Master(PLC 또

는 PC)가 가지고 있고 field device는 전송 처

리중에 발생한 이상상태를 모르고 있다.

- 모든 slave의 진단결과는 master 또는

application으로 보고된다.

7. 7. 7. 7. 표준진단표준진단표준진단표준진단    도구에서도구에서도구에서도구에서    네트웍네트웍네트웍네트웍 fault fault fault fault시시시시

MTTD(mean time to diagnose)MTTD(mean time to diagnose)MTTD(mean time to diagnose)MTTD(mean time to diagnose)는는는는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이이이이

를를를를    예측할예측할예측할예측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하여하여하여하여    주는가주는가주는가주는가????

- Error는 즉시 보고된다.

- Worst case 2 cycles is the maximum delay to

transport diagnostic to the master.(regarding the

figures below, this is less than 2,2ms/13,4ms at

12Mbaud/1.5Mbaud).

- Every other actions and their duration is

application dependant. If  your system has a

backup strategy for that error the bus topology

helps to run even in the presence of  an error.



8. hot swap8. hot swap8. hot swap8. hot swap    기능이기능이기능이기능이    가능한가가능한가가능한가가능한가????

- PROFIBUS는 동작상에 아무런 영향 없이

디바이스를 교체할 수 있다.

- Slave device는 master의 역할을 교환할 때 환

경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

9. 9. 9. 9. 노드는노드는노드는노드는    필드필드필드필드    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    연결상태를연결상태를연결상태를연결상태를    이동이동이동이동

program- mer program- mer program- mer program- mer 또는또는또는또는    컴퓨터를컴퓨터를컴퓨터를컴퓨터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반복적반복적반복적반복적

으로으로으로으로    검사할검사할검사할검사할    수수수수    있는가있는가있는가있는가????

- 이동장치와 PC software가 수행한다.

- 일반적으로 startup 또는 문제해결에 사용

- 진단된 디바이스는 master 또는 slave

parameter내의  어떠한 사양변경 없이도 bus

에 연결된다.

Performance MetricsPerformance MetricsPerformance MetricsPerformance Metrics

1. 1. 1. 1. 256 256 256 256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I/O I/O I/O I/O(4096 total points)(4096 total points)(4096 total points)(4096 total points)와와와와 16 16 16 16개의개의개의개의

노드가노드가노드가노드가    네트웍상에서네트웍상에서네트웍상에서네트웍상에서    갱신되기갱신되기갱신되기갱신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시간은시간은시간은시간은????

- 12MBaud로 1.09ms

- 1.5MBaud로 6,71ms

2. 2. 2. 2. 환경설정을환경설정을환경설정을환경설정을    반복하는반복하는반복하는반복하는    최선의최선의최선의최선의    경우와경우와경우와경우와    최악최악최악최악

의의의의    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What is the best and worstWhat is the best and worstWhat is the best and worstWhat is the best and worst

case repeatability of  this configuration.case repeatability of  this configuration.case repeatability of  this configuration.case repeatability of  this configuration.

- 최선의 경우는 99%가 일반적인 경우로써

timing이 완벽하게 고정적일때임

- 이상발생시(station이 dropping out) timing이

변함

- 1번의 전송이상은 500/100µs(1,5/12Mbaud)

이내에 정상적으로 된다.

- 하나의 station 이상은 700/300µs의 불안정

상태가 더해진다.

3. 3. 3. 3. 256 256 256 256 아나로그아나로그아나로그아나로그 I/O I/O I/O I/O((((16 bit words16 bit words16 bit words16 bit words))))    네트웍상에네트웍상에네트웍상에네트웍상에

서서서서    갱신되기갱신되기갱신되기갱신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시간은시간은시간은시간은????

1번항 대답과 동일하다. PROFIBUS는 format

에서 변화가 없다. 256 words는 4096 I/O point

와 같다. Master station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면 PLC 또는 PC에서 I/O 또는 아나로그값의

계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444. . . . 통신시통신시통신시통신시 token  token  token  token 손실은손실은손실은손실은    얼마큼얼마큼얼마큼얼마큼    되는가되는가되는가되는가????

- mono master system에서 token 손실은 발생

하지 않는다.

- multiple master에서의 Token 손실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 Master가 token 순환시 고장난다면 이같은

이상이 발생할것이다.

이같은 상태에서의 복귀시간은 이같은 상태에

서의 복귀시간은 1.5Mbaud에서는 1.6 ms이고

12Mbaud 상태에서는 0.67ms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