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BUS 질문과 답

질 문

저는 정수장에서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4개의 545-1101 CPU와 4개의

505-CP5434-F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존의 545-1101을 교환하여 이를 545-1104

로 대체하고 505-CP5434-FMS도 추가하려

고 합니다. PROFIBUS 케이블을 Siemens 커

넥터(6ES79720BB110XA0)에 연결하였습니

다. 기존의 545-1101 CPU에서 케이블 끝에

커넥터가 있어서 FMS카드를 연결할 예정입

니다(종단 레지스터 스위치 인).  여기서 계속

진행하여 545-1101 시스템의 커넥터를 빼놓

고 종단된 상태에서 4개의 완전한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나요?

답 변

PROFIBU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지막 스

테이션을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 바랍니다. "새로운" 커넥터로 작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케

이블을 보여주는 화살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살표가 있으면 마지막 스테이션(현재는 없

음) 전에 스테이션에서 종단을 “ON”으로 전

환하십시오. 새 커넥터는 버스를 종단하고 현

재 또 다른 커넥터인 이 커넥터 너머로(커넥

터의 나가는 출구에 연결된 모든 것) 어떤 연

결도 없습니다. 나중에 CP를 추가할 때 CP

전 스테이션에서 종단을 “OFF”로 전환하고

이를 “CP”에서 켜십시오.

질 문

PROFIBUS 네트워크를 배선할 때, 커넥터 내

부의 접지금속의 차폐를 언제 그대로 두고 이

것을 언제 떼어냅니까?

답 변

일반적으로, PTO의 설치 지침 및 PIC의 설치

지침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PROFIBUS의 웹

사이트에서 PIC 지침을 다운로드하거나 제품

구입시 첨부된 지침서를 참고 바랍니다).

질 문

“활성” 케이블로 플러그인하기만 한다면 커넥

터의 pass through 포트를 1.5Mb의 속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변

PROFIBUS 설치지침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

축하십시오(전송 속도에 상관 없음). 임시로

연결하려면, 커넥터의 뒤 부분에 추가적인 9

핀 하위 D 암 연결을 갖는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포트와 장치 간에 “활성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2Mbps의 속도에

서 이 포트를 통하여 서비스 장치(예, PC)를

프러그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 케이블이 작동

하려면, 보드(PROFIBUS에 연결하기 위해

PC에 플러그된)가 pin9에서 RTS 신호를 제

공해야 합니다.

질 문

기능 코드 15 “LSAP 상태”가 옵션이라는 것

을 기억할 때, 이를 구현하지 않는

PROFIBUS-DP(슬레이브) 노드에서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답 변

기능 코드 “nr”



질 문

PROFIBUS를 슬레이브로 hang off 하기 위해

대형 4 자리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저의

옵션은 무엇입니까?

답 변

개요를 얻으려면 http://www.profibus.com

에 연결하고 “Product Guide”를 누르십시오.

여기서 PROFIBUS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 가

능한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 문

개발키트 #4에서 PROFIBUS 슬레이브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까?

답 변

개발키트는 IM 180/181(=PC에 플러그할 ISA

캐리어 보드가 있는 PROFIBUS-DP 마스터),

IM 184(LSPM2 ASIC에 기반한 DP 슬레이

브), SPC3 펌웨어, 마스터가 슬레이브와 통신

하기위한 DOS-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IM 183

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소스 코드)이 포함됩

니다. 이 패키지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PROFIBUS를 손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

떄문 입니다. 여러분이 PROFIBUS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능한 방법

이 있습니다. 기존 인터페이스(예, IM 183)를

사용하고 이 보드를 여러분의 밸브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 가능한 ASIC(예,

SPC3)중 하나에 기반한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SPC3를 선택하는 경우,

Siemens는 “C” 함수 호출을 갖는 펌웨어를

제공받고 레지스터 및 ASIC의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DP 프로토

콜 자체는 SPC3 칩 내에 구축됩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에 대한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자체

적으로 액세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질 문

저희 제품은 RS-232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직렬 프로토콜과 호환하기 위해

PROFIBUS IM-183-1 Slave Interface의 직

렬 프로토콜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답 변

IM 183 보드는 3개의 인터페이스를 갖습니다.

RS-485(=PROFIBUS), 14 핀 RS-232 인터

페이스 및 50핀 호스트 인터페이스. RS-232

인터페이스의 경우, 80C32 CPU의 내부

UART가 사용되고 UART 신호는 또한 호스

트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를 통한 통신은 귀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의해 제어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십시오.

PROFIBUS 와 함께하는 문제 해결

문제해결은 어떤 분야의 제어 시스템의 경우

에도 항상 중요한 논의 사항 및 기능이며 이

는 최근 수년사이 사용량의 극적인 증가를 보

인 필드버스 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

다.

네트워크 분야에서 얻은 경험(단지

PROFIBUS에 대한 것이 아닌)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에러는 네트워크 케이블 및 구성 요

소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따라서(항상 그런 것처럼) 문제 해결의 필요



성을 없애는 첫 단계는 네트워크의 설정 즉,

적합한 설치 및 계획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설 치

PROFIBUS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PROFIBUS에 대한 공식 설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Technical Guideline(주문 번호

2.112의 PROFIBUS 문서)은 지역

PROFIBUS 사용자 협회 및 PROFIBUS 웹

페이지를 통해 또는 PROFIBUS 인터페이스

센터에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필드

버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ROFIBUS는

RS-485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구리선을 사용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차폐, 접지,

세그먼테이션 및 종단 등이 고려되야할 사항

입니다.

그림 1. Handheld device to check the

        installation

가능한 설치를 쉽게 하려는 경우

PROFIBUS-DP 및 PA에 판매되고 있는 도구

(케이블, 전선 벗기는 공구 및 커넥터)를 사용

하면 장치를 버스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섬

유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배선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손잡이형 장치(그림 1 참고)를 사용하면

장치를 버스에 연결하기 전에 구리선 설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형 장치는 배선을

테스트하여 다음을 표시합니다.

- A- 및 B- 라인의 전환

- A- 및 B- 라인 및 차폐에 대한 전선 단절

- A- 및 B- 라인 및 차폐에 대한 단락

- 잘못된 종단

에러는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텍스트로 표시됩

니다. 에러의 위치를 더 정확히 찾으려는 경

우에는 통합 종단을 갖는 9핀 커넥터가 큰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단이 커넥

터에서 “ON”으로 전환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나가는 부분의 연결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여 에러의 위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손잡이형 장치

를 처음에 연결한 경우 A-라인의 배선 단절

이 배선의 중간에서 종단 “ON” 문제가 여전

히 보고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처음 부분에 문

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한 커넥터가 이 기

능을 지원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이 장치는 또

한 PROFIBUS 장치의 RS-485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잡이형 장치는 장치의 연결 후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버스에 연결된 모든 스테이션의 주소 목록

을 생성합니다(예, 누락된 장치를 확인하는데

유용)

- 개별 스테이션 테스트(예, 두 번 할당된 중

복 주소 확인)

- 거리 측정(예, 설치된 세그먼트 길이가

PROFIBUS 요구 조건을 준수하는 지 점검)



- 반사 측정(예, 버스 라인의 중단 위치를 탐

지)

구 성

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판매되고 있

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PROFIBUS에 대한

구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종 버스에 대

한 제어 장치를 선택하면 구성에 사용할 도구

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도구를 사용하기 편

할수록 구성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

기 때문에 구성 도구를 꼭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BUS는 프로젝트 수행

시 이 부분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

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장치의 모든 파

라미터(파라미터 및 가능한 선택/값 범위에

대한 뛰어난 설명을 제공하는 텍스트를 포함

하여)는 장치의 전자 데이터 시트인 소위

GSD 파일에서 지정합니다. 따라서, 구성 도

구에는 6진 값에 대한 필요성 없이 편리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정

보가 있습니다.

시스템 시작 및 작동

PROFIBUS는 설계할 때부터 진단 기능을 고

려 하였습니다. 표준은 네트워크 상태를 감시

하고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 계층에 대해

상이한 타이머 및 카운터를 정의합니다(예,

하나의 카운터는 수신된 유효하지 않은 시작

구분 문자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이는 설치

문제가 있거나 인터페이스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ROFIBUS 장치

는 이러한 타이머 및 카운터를 사용하여 기존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지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FIBUS-DP의 경우, PROFIBUS-DP 슬레

이브가 표시하거나 또는 PROFIBUS-DP 마

스터가 요청할 수 있는 특수진단 메시지가 정

의됩니다. 메시지의 구조를 그림 2에 나타내

었습니다.

각 PROFIBUS-DP 장치의 구현을 위해 처음

6 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문

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 필드 장치의 구성이 올바르지 않음, 요구

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또는 장치가 전혀

응답하지 않음).

이러한 모든 유용한 정보에 사용자가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구성 도구는

이미 시작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장치

를 선택하고 도구가 PROFIBUS-DP 장치에

서 진단 정보를 판독하고 최상위 수준에서 텍

스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동 중 더욱 중요하게, DP 장치는 발생한 문

제를 PROFIBUS-DP 마스터(제어 장치)에 자

그림 2. Structure of the PROFIBUS-DP Diagnostic Message



동으로 보고합니다. 마스터는 진단 정보를 저

장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예, PC

기반 시스템은 진단 흐름도를 사용하여 정보

를 평가하고 이를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적인 진단을 정의하면 각 제조업

체는 최종 사용자의 생활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장치 관련, 식별자

관련 및 채널 관련 부분 간에 틀립니다.

장치 관련 부분은 제조업체별 세부 사항을 코

드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슬

롯 #4에 위치한 모듈이 구성된 것과 같지 않

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PROFIBUS Monitor Tool 화면

모듈 관련 진단은 모든 모듈의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즉, 모듈이 진단을 갖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합니다. 마지막으

로 말하지만 중요한 것으로서, 채널 관련 부

분은 비트 수준까지 문제를 보고하는 가능성

을 제공합니다. 이는 DP 슬레이브가 슬롯 #5

의 모듈 중 채널 #3이 지면에 단락 되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진단을 사용하여 PROFIBUS-DP 장치

는 매우 상세한 에러 보고를 제어 시스템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터 장치는

사용자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ERROR 오븐 제어: 온도 하한값 초과”

또는 “스테이션 주소 23(컨베이어 제어): 모

듈 2, 채널 5에서 배선 단절”). 이 기능은 장



치에서 모든 종류의 에러를 보고하는 유연성

뿐만 아니라 때로 에러의 수정 방법을 제공합

니다. PROFIBUS-PA에 대한 프로토콜은 DP

에 대한 프로토콜과 동일하기 때문에 진단 메

커니즘이 동일합니다.

버스 모니터는 PROFIBUS 네트워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도구입니다. 모니터는 버스

의 소통량을 수신하고 감시합니다. 데이터는

버퍼에 저장됩니다. 모니터는 PROFIBUS 스

테이션 주소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트

워크의 속도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모니터는 광범위한 트리거 및 필터 기능을 제

공하며 이를 통하여 두 스테이션 사이에서만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진단 요청과 같은 특수

이벤트에 대한 트리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별 장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표시

하기 위해(예, 잘못된 구성) 그리고 물리적 문

제를 가시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을 참고하십시오.

모니터는 정교한 도구이기 때문에

PROFIBUS 및 그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 지

식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 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PROFIBUS

International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테스트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모든 생산자는 인증을

위해 이 연구소 중 하나로 해당 디바이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PROFIBUS 표준

에 따라 디바이스를 테스트합니다. 모든 과정

을 이상없이 통과하면, 공급업체/생산자는 테

스트 보고서를 받고 PI에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디바이스를 제

작하게 되면 인증 테스트를 받으시기를 추천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인증 받지 않은 장

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입장

에서는 인증된 슬레이브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PROFIBUS 에 대해 궁금했던 대답을

찾고 계십니까?

언제던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eb : www.profibus.co.kr

mail : kpa@profibus.co.kr

전화 : 02)3452-5913

FAX : 02)561-5913

- 세미나

- 기술 지원

- PROFIBUS 개발

- 다운로드 페이지

- 인증 정보

- 연락

- ASIC

- PC 기반 제어

- 인터페이스 모듈

-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