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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일반사항일반사항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신뢰성 있게 PROFIBUS 네트웍 

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기술되

는 모든 내용은 다음을 기초로 하고있다. 

 

EN 500170 Volume 2 PROFIBUS 

PTO-PROFIBUS DP Implementation 

SIMATIC NET PROFIBUS networks manual 

ET 200 Distributed I/O SYSTEM manual 

 

A. Network RA. Network RA. Network RA. Network Rulesulesulesules    

 

PROFIBUS는 RS-485 통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있기에 노드 수에 대한 한계나 네트웍의 

길이에 대한 부분도 RS-485 통신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한다. 

PROFIBUS 네트웍은 최대한 많은 숫자의 

Station 또는 최대 길이의 네트웍을 연결한 

segment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segment

를 추가하는등 네트웍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repeater 또는 optical link module이 사용된

다. 

 

1. 배선배선배선배선(Wirin(Wirin(Wirin(Wiring)g)g)g) 

PROFIBUS는 일반적으로 shielded twisted 

pair cable로 연결된다. shield는 디바이스를 

통한 접지와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의 보호 

housing과 연결되고 커넥터와 배선연결시 

shield와 통신선로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주의해야 한다. 

두가닥선은 통상 색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

로 빨간색과 녹색이 사용되며 빨간색은 B는

transmitter/receive선이고 녹색선 A 또한  

transmitter/receive선으로 사용되지만 배선

작업시 A선과 B선의 색을 맞추어서 같은 색

끼리 연결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에서 가장 많

은 작업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2. segmentsegmentsegmentsegment당당당당    노드의노드의노드의노드의    수수수수 

segment당 최대 30(31)개의 station 연결이 

가능하다. (repeater 설명부분 참조) 

 

3. segmentsegmentsegmentsegment    수수수수 

최대 9개의 segment 연결(총 노드수 270개)

이 가능하다. (repeater 설명부분 참조) 

 

4. master node4. master node4. master node4. master node    

PROFIBUS-DP는 보통 Mono master 시스템

이지만 PROFIBUS가 Token 원리를 적용하기

에 한 개 이상의 active station(master)이 가

능하다. 네트웍 overall controlling master는 

노드 address가 1이다. master는 네트웍 시

작지점에 위치한다. 네트웍 address “0”은 

monitoring과 진단용 디바이스에 사용된다.  

 

5555. slave(I/O) deviceslave(I/O) deviceslave(I/O) deviceslave(I/O) device 

slave device는 “3”번 address로 시작하고 

slave device는 master로부터 떨어져 있는 

버스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address가 부여

된다. 

 

6. Termination6. Termination6. Termination6. Termination    

PROFIBUS 네트웍 설정시 한가지 중요한 점

은 언제 어떻게 Termination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각각의 PROFIBUS segment는 그 시

작과 끝이 terminate 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

적인 경우는 네크웍 종료지점이 Termination

되어 master에 연결 되는것이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master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트웍 제어는 불가능해 질것이고 repeater 

(repeaters를 사용하고 있는 한)를 사용하는 

경우 두개의 segment를 사용한 사례를 그림

1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master 

device가 네트웍의 시작과 termination point

로 설치되었을 때이다. 또한 repeaters를 사 

 

용했을 경우 repeater가 네트웍의 시작과 끝

에 위치하고 termination point 역할을 할 때

의 설정이다. 

 

repeater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마지막 

segment가 있는 경우에서  termination은 반

드시 최종 디바이스에 설치되어야 한다. 보통 

그림 1 : 양단에 Master와 Repeater가 있을 때 각각 termination 경우 

그림 2 : Master와 마지막 Slave에 termination 경우 



은 termination은 커넥터에 포함된다. 디바이

스에 termin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erminating resistor에 전원이 반드시 공급되

어야 한다. 이것은 termination되는 최종 디

바이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최종 디바이스를 교체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네트웍의 불안정

으로 이어진다. 

그림 2는 master device가 네트웍의 시작과 

termination point로 설치되었을 때의 사항이

다. 

그림 3은 구조적인 필요에 따른 요구로 

master를 네트웍 중앙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네트웍의 처음과 끝에 

있는 디바이스에 termination을 해야하며 

termination에는 항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

다. 만약 말단 디바이스중 하나라도 교체하려 

한다면 전체 네트웍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광범위한 active termination도 사용될 수 있

다. active termination은 전원과 연결되어 항

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사용장점은 모든 

그림 4 : Active termination 사용경우 

그림 3 : 네트웍 중간에 있는 Master와 Repeater의 termination 경우 



디바이스간 단절이 발생하면 통신장애 없이 

교체가 가능 하는 것이다. 

 

B. B. B. B. 판별판별판별판별        

 

네트웍을 분석하고 고장점검을 하려면 각각의 

네트웍 segment는 최소한 프로그래밍 소켓을 

가진 하나의 커넥터가 있어야 하고 대개의 경

우 버스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

래머 커넥션 소켓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

켓들은 PROFIBUS monitoring device를 연결

하여 네트웍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3M 

baud rate 또는 그 이상의 전송속도로 

programmer drop line(active cable)에 연결

하여 사용한다. 사용자는 버스 형태의 케이블

로 다중 drop line이 가능하다. 다른 drop 

line은 허용 되지 않는다. active cable이 디바

이스 외부로부터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소켓에는 적어도 커넥팅 디바이스

를 위해 90mA를 공급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의 연결되어야 한다.  

 

C. 1.5MBaud C. 1.5MBaud C. 1.5MBaud C. 1.5MBaud 보다보다보다보다    클클클클    때의때의때의때의    특별필요특별필요특별필요특별필요    사항사항사항사항        

 

1.5Mbaud 이상의 전송 시에는 특별한 커넥

터가 필요하고 커넥터에는 반드시 높은 전송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Inductor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spur line은 baud rate가 1.5MBaud이상일 때

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리 전선을 사용할 때 12MBaud에서 

segments 사이의 최대 거리 : 

100m/327feet 

Optical 링크 컴퍼넌트 사이의 최대 거리는 :  

300m / 981feet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몇몇의 버스 커넥

터들이 전기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사용되는데 

이 경우 두 station 간의 최소 cable 길이는 

1m/3feet 적당하다. 

  

CCCCabling on abling on abling on abling on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        

 

프로피버스는 RS 485 통신에 바탕을 두고 있

다. EN 50170 유럽표준에서는 PROFIBUS 케

이블 사양을 정의해 놓고 있다. 

 

다음의 표는 프로피버스 케이블로써 적당한 

사양들이다. 

 

 

 

프로피버스 케이블은  shielded twisted pair 

cable이다. 이용 가능한 커넥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지름이 8.0 +/-0.5 mm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활용에는 두가지 다른 종

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되는 케이블은 

PROFIBUS 라인에 사용되는 solid 와이어와  

이것에 더 높은 유연성과 높은 환경저항력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케이블인데 여기에는 

special jacket이 사용된다. 

 

A. A. A. A.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    케이블케이블케이블케이블    설치설치설치설치    

 

많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I/O BUS 케이블은 

시스템내의 단일 컴퍼넌트 사이에서 아주 중

요한 연결을 하기에 연결을 제공하는 케이블

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게 되면 종종 전 자동화 

시스템에 다운까지 가져오는 문제를 일으킨다. 

  

I/O BUS 케이블에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케이블과 분리되어 있고 명확하게 구별

할 수 있게 설치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EMC 특성이 개선된다. I/O BUS 케이블은 물

리적, 전기적 전도관을 가지거나 독자적인 이

동로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러

한 방법은 케이블 시스템보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버스 케이블 설치시에 

 

- 케이블을 꼬아서는 안된다. 

- 케이블을 늘리면 안된다. 

- 케이블을 구부리면 안된다. 

 

다음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단일 또는 반복적인 bending은 허용치에 

준해야 한다. 

- 동작과 보관을 위한 온도 유지. 

- 허용된 장력에 최대로 유지.  

 

B. B. B. B. CCCCable able able able SSSShieldinghieldinghieldinghielding    

 

Shielding은 자기적, 전기적, 또 전자기적으로 

방해되는 요인을 약화시켜준다. cable shield

에서  방해 전류는 shield 버스 bar를 통해 

지면으로 변환 이동한다. protective 

conductor에 낮은 ohm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해 전류는 그 자체가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 사항에 유의바란다 

 

- braided shield로 된 케이블만 사용할 것 

- shield 밀도는 80%이상일 것 

- 항상 cable shield의 양단이 접속될 것 

 

shielding은 간섭억제가 가장 크도록 주파수

의 범위가 가장 큰 양끝에서 접속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potential equalization line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shield에 한쪽 

끝으로 접속할 수 밖에 없을떄는 예외가 된다. 

 

shield가 한쪽 끝에만 되어있더라도 어느정도

간섭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만약 시스템에 stationary operation이 설

치되어 있다면 shielded cable로부터 절연체

를 제거하거나 shielding/protective conduc- 

tor bus bar로 된 케이블로 접속하는 것이 적

합할 것이다.  

 

Note 

Grondig point 사이에서 potential difference 

가 발생한다면 양 끝에 접속된 shield를 통해

서 균등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potential equalization 

line을 설치한다. 

 

C. Standard I/O BUS cableC. Standard I/O BUS cableC. Standard I/O BUS cableC. Standard I/O BUS cable    

 



이 케이블은 케이블에 flexing이 없을 때와 

케이블이 물이 있는 환경에 노출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된다.  

 

SIEMENS PROFIBUS Cable은 빌딩(또는 실

내배선)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들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twist wire, foil shield, braid가 조합된  

케이블은 전기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공업시설

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케이블이 설치된 후에

도 전기적,기계적인 특성을 보장한다. 

사용가능한 조건 

- 작동 온도: -40。C+ 60。C 

- 운반/저장 온도 :    -40。C+ 60。C    

- 설치온도 : -40。C+ 60。C 

 

bending radii 

- 처음과 마지막 bending: >=75mm 

- 반복 bending: >=150mm 

 

D. Trailing cableD. Trailing cableD. Trailing cableD. Trailing cable    

 

표준 PROFIBUS 케이블의 핵심은 표준화된 

구리선의 사용에 있다. braid shield, foil 

shield, fleece layer, sheath material 

polyurethane 등으로 특별히 조합된 케이블

은 아주 높고 일정한 전기적 특징을 가질 때

에도 최대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trailing 케이블의 특징은  Standard I/O BUS 

케이블과는 다음이 다르다. 

 

- 마모에 극도로 강한 저항력을 가진다. 

- 유류와 지방과 같은 물질에 강한 저항력을 

가진다.  

- 자외선에 극도로 강한 저항력을 가진다. 

- 설치와 작동시 작은 bending radii를 가진

다. 

- 구리선의 지름이 더 작기 때문에 loop 저

항력과 HF attenuation이 더 크다. 

- 외피의 재료가 frame 저항력이 있다. 

 

Trailing cable은 특정한 bending radius에서 

최소 500만번의 bending cycle과 최대   

4m/s²의 가속도에서 무리가 견딜 수 있게 설

계 되었기에 drag chain에서의 설치에 아주 

적합하다. 

 

표준화된 중심은 terminal에 연결하기전에 

wire-end ferrules(0.5mm²or 0.75mm²)과 일

치해야 한다. 

 

허용 주변 온도: 

- 작동 온도: -40。C+60。C 

- 운반 및 저장 온도:   -40。C+60。C 

- 설치 온도:   -40。C+60。C 

 

bending radii 

- 처음과 마지막 bending: >=45mm 

- 반복 bending: >=65mm 

 

Connectors on PROFIBUSConnectors on PROFIBUSConnectors on PROFIBUSConnectors on PROFIBUS    

 

버스 커넥터는 대체로 버스 케이블과 스테이

션들을 서로 연결해왔다. PROFIBUS 커넥터

는(데이타 신호가 커넥터안을 통해서 순환되

어진다) 언제던지 스테이션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스테이션의 방해 없이 버스

가 작동될 때 PROFIBUS부터 접속을 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전체 기기의 EMC 방해를 막기위해서 케이블 



shield는 device 접지(일반적으로 electrical 

conductive case)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버스 커넥터에서 통합된 여러종류의 인덕터는 

데이터 전송률이 1500 kbit/s 이상이기 때문

에, 필드버스 시스템에 부착된 모든 

PROFIBUS 커넥터는 스테이션 입력 커페시

턴스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한 용량을 수용 가

능한 필드버스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여결된 PROFIBUS 스테이션은 

공장의 fault-free operation에 광범위한 영향

을 준다. 버스 케이블에 사용자의 데이터 신

호의 질은 필드버스 디바이스의 버스특성과 

버스 케이블의 터미네이션에 의하여 거의 방

해를 안받는다. 따라서 각각의 segment는 

segment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Termination 

해야만 한다. 

 

A. 9 pin DA. 9 pin DA. 9 pin DA. 9 pin D----SUB connectorSUB connectorSUB connectorSUB connector가가가가    있는있는있는있는 IP 20  IP 20  IP 20  IP 20 

devicedevicedevicedevice    

    

1. 1. 1. 1. 버스버스버스버스    커넥터의커넥터의커넥터의커넥터의    응용과응용과응용과응용과    기술적인기술적인기술적인기술적인    자료자료자료자료    

 

스테이션에 PROFIBUS와 접속을 하기 위해

서는 버스 커넥터가 필요하다. 아래 표 3-1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IP20 bus 커넥터를 참조 

바란다 

 

Disconnecting a stationDisconnecting a stationDisconnecting a stationDisconnecting a station    

확실한 환경 하에 있는 버스 커넥터는 다른 

스테이션에 영향없이 이탈 시킬 수 있다 

프로그래머프로그래머프로그래머프로그래머    소켓을소켓을소켓을소켓을    가진가진가진가진    버스버스버스버스    커넥터커넥터커넥터커넥터    

각각의 segment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프로

그래머 소켓을 가진 버스 커넥터가 필요하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사용 또는 pc를 사용하

는 함에 있어서 진단적인 기능과 start up에 



필요하다. 

 

2. 2. 2. 2. BBBBus connectorus connectorus connectorus connector에에에에    버스케이블버스케이블버스케이블버스케이블    연결연결연결연결    

 

버스버스버스버스    케이블케이블케이블케이블    준비준비준비준비    

버스 커넥터에 버스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다음 그림같이 케이블 컨덕터의 끝을 벗긴 

다. 

 

 
 

2. 버스 커넥터의 housing을 열고 나사를 풀

고 커버를 벗긴다. 

3. 녹색과 빨간색 컨덕터를 스크류 터미널에 

다음 그림과 같이 넣는다. 또 같은 커넥

터는 같은 터미널 A또는 B와 항상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항상 녹색 컨덕터

는 터미널 A와 빨간색 컨덕터는 터미널 

B와 연결한다) 

4. 두 개의 리테이너 사이에 위치가 케이블에 

고정하기 위해서 the cable sheath를 누

른다.  

 5. 각각의 터미널을 컨덕터에 안정시키기 위

해서 스크류를 조여준다. 

 6. housing 스크류를 조여준다. 벗겨진 케이

블 쉴드가 쉴드 clamp에 위치하는지 확

인한다. 

 

3. 3. 3. 3. MMMModuleoduleoduleodule에에에에    bus connectorbus connectorbus connectorbus connector    연결연결연결연결    

 

버스 커넥터와 연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듈 접속자가 위치한 곳에 버스 커넥터를 

넣는다. 

2. 모듈의 커넥터를 안정화하기 위해 스크류

를 조여준다. 

3. 만약 버스 커넥터가 segment의 시작이나 

끝에 있다면 terminating resistor를 활성

화 해야한다.(스위치는 ON 으로 한다) 

active terminating resistors를 가진 스테이

션은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버스 케이블

이 daisy-

chained 이라면, 

버스에 소통 장애

없이 어떤 시간에

라도 PROFIBUS 

-DP 인터페이스

로부터 버스 커넥

터 접속을 끊을 

수 있다. 

 



경고 

- 버스에서 자료 소통 방해의 위험 

- 각각의 버스 segment는 항상 각각의 끝에 

terminating resistor를 가져야 한다. 

- 버스 커넥터를 가진 마지막 slave가 전원

이 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버스 커넥터가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둔다. 버스 커

넥터는 스테이션 커넥터를 통해서 전         

원을 공급 받는다. 그리고 Terminator 

resistor는 전원공급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는다.  

  terminating resistor가 포함된 회로가 있는 

스테이션에 간섭없는 전원이 확실히 공급되

는지를 항시 유의한다. 

 

RepeaterRepeaterRepeaterRepeater    

 

이번 내용을 거치면 사용자는 RS 485  

Repeater를 어떠할 때 사용해야 할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S 485  Repeater

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RS 485 Repeater1. RS 485 Repeater1. RS 485 Repeater1. RS 485 Repeater    

        

RS 485 Repeater는 버스 라인에 설치되어 시

그널을 증폭시키고 버스 segment간을 연결 

하여 준다. 노드의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두 

개의 노드 사이의 케이블 길이를 확장시키기 

필요가 있을떄는 RS 485 Repeater를 사용하

여 연결한다. RS 485 Repeater의 전송속도는 

9.6KBaud에서 12MBaud로 정할 수 있다. 

 

Repeater 사용을 위한 필요사항, 

- 버스에 32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연결할 필

요가 있다. 

- 접지 안된 segment같은 버스 segment를 

동작할 필요가 있다. 또는 

- segment 전송속도에 의거한 최대 허용 케

이블 길이를 초과한다. 

 

종속 repeater 

- 직렬로(라인에서) 9개 이상의 RS 485 

Repeate를 연결할 수 없다. 

 

2. RS 485 Repeater2. RS 485 Repeater2. RS 485 Repeater2. RS 485 Repeater의의의의 Mechanical Design Mechanical Design Mechanical Design Mechanical Design    

 

 

 

 

 

 

 

 

 



 

  

 

3. RS3. RS3. RS3. RS의의의의    부가부가부가부가    설정설정설정설정    

 

여기서는 RS 485 Repeater가 제공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 RS 485 Repeater에서 segment1과 

segment2의 terminating 

- RS 485 Repeater에서의 segment 1 

terminating과 RS 485 Repeater를 통한 

폐회로 segment 2 

- RS 485 Repeater를 통한  폐회로 

segment1

과 

segment2 

 

리피터는 그림 

1과같이 네트

웍과 

termination 

point의 시작과 

끝으로 사용되

어진다. 

4. RS 485 Repeater4. RS 485 Repeater4. RS 485 Repeater4. RS 485 Repeater    설설설설치치치치    및및및및    제거제거제거제거    

 

표준 section bus bar에  RS 485 Repeater를 

설치할 수 있다. 

 

만약 standard-section bus bar에  RS 485 

Repeater를 설치하려 한다면 RS 485 

Repeater의 뒤편에 clamp가 위치하도록 확인

한다.  

1.  RS 485 Repeater를 standard-section 

bus bar에 장치한다. 

2.  clamp가 장치되어 있는데 까지 밀어 넣

는다. 

 

standard-section bus bar로부터 RS 485 

Repeater의 제거법 

1.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RS 485 

Repeater의 아래쪽의 clamp를 누른다. 

2. RS 485 Repeater를 위로 돌리고 standard 

-section bus bar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5. 5. 5. 5. 전원공급전원공급전원공급전원공급    연결연결연결연결    

 

24V DC의 전압을 공급을 위하여 0.25mm² 

에서 2.5mm²의 cross-section을 가진  

 

그림 1 : Repeater에 Terminating 

 



 

 

frexible cable을 사용한다. 

  

RS 485 

Repeater 의 

전원 공급장

치 연결하는 

방법: 

1. 24V DC 

케이블 컨덕

터의 끝을 벗

겨낸다. 

. 

2. L+,M, PE

가 표시되어 

있는 터미

널에 케이

블을 연결

한다. 

 

6. 6. 6. 6. 

Connecting Connecting Connecting Connecting 

the bus the bus the bus the bus 

cablecablecablecable    

 

PROFIBUS 케이블은 section 2 요구사항을 충

족 해야 한다. 

PROFIBUS 케이블에 RS 485 Repeater를 연

결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프로피버스 버스 케이블을 길이로 자른

다. 

2. 그림 4-4에서와 같이 프로피버스 버스 

케이블의 끝을 벗겨낸다. 

 3. cable sheath의 끝을 넘기게 braided 

shield를 접는다. 쉴드 clamp가 터미널 쉴

드로서 그리고 strain relief로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RS 485 Repeater에 PROFIBUS 케이블을 

연결한다. 

그림 2 : Segment 1 Terminated, Segment 2 Looped Through 

그림 3 : both segments looped through 

 

그림 4-4 



5. 같은 컨덕터(PROFIBUS 케이블에 녹색/빨간

색)에 같은 커넥션을 연결한다. 

6. 벗겨진 쉴드가 clamp에 의해 단단히 고정

되도록 shield clamp를 조인다. 

 

Fiber optic componentFiber optic componentFiber optic componentFiber optic component    

 

Optical fiber cable은 광대역에서 전자기파

를 이용하여 데이터시그널을 전송한다. 과도

한 전자기적인 방해를 받고 있던 전체 시스템

이나 시스템의 일부분은 임의적으로 optical 

fiber cable을 이용한 배선이 가능하다. 

다음 목록은 optical fiber cable로 데이터 

전송시의  주요 이점이다. 

- 근접한 스테이션 사이에서 장거리 거리가 

가능해 진다. 

- 간섭신호는 모든 스테이션 사이에 있는 

galvanic isolation 때문에 plant를 통해서

는 전할 수 없다. 

-전자기적인 갑섭에 강하다. 

 

1. 1. 1. 1. 소개소개소개소개    

    

SIMATIC NET OLM 12M optical link module은 

광학 PROFIBUS 네트웍에 주로 사용된다. 이 

제품들은 전기적 PROFIBUS 인터페이스(RS 

485)를 광학 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각각의 OLM 

12M은 트렌스미터와 리시버 부분으로 구성된 

3개의 독립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채널1은 

쉴드 clip으로 된 4-wire terminal block으로 

설계되어 있는 전기 port(RS 485)이다. 채널2

와 채널3은 광학 port이다. 

Fiber-optic cable은 duplex 소켓을 통해 연

결되어있다. 소비전력은 24V DC이다. LEDs는 

작동 중에 오 작동이나 에러와 전류의 상태를 

신호화하여 보여준다. 

Fiber-optic cables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모듈사이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플라스틱 FO 케이블에 연결되어야 하는 커넥

터가 제공된다. HCS pre-assmbled cable은 미

터 단위로 판매되고 커넥터 부품 tool은 사용 

가능하다. signalling contact(relay with 

floating contacts)를 사용하면, 모듈에서의 

다양한 에러와 잘못된 값들은 표시된다. 예를 

들면 control room을 들 수 있다. 

모듈은 표준화된 틀이나 다른 평평한 곳에서 

장치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작고 안정적인 금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응용을 위해

서 설치시에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2. 2. 2. 2. 일반기능일반기능일반기능일반기능    

 

Baudrate : 

SIMATIC NET OLM 12M optical link module은 

12 Mbps(표준 설정시),1.5 Mbps, 500 Kbps, 

187.5 K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Line monitoring : 

Monitoring", "Send Test Pulse", "Monitor 

Echo"들로 구성되고 The SIMATIC NET OLM 12M 

optical link module은 FO 케이블에 optical 

path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Monitoring : 

 



SIMATIC NET OLM 12M optical link module은 

광 수신 채널에서 버스의 활동도를 모니터한

다. 예를 들어 케이블 브레이크와 같이 만약 

버스 활동도가 없다면 시스템 LED는 빨강색으

로 되고 신호 접속은 single-fiber ring에서 

대략 200 ms 과 optical bus에서 600 ms후에 

활동된다. 

Line Topology : 

topology의 이점은 넓은 거리에도 적용이 되

며 어떠한 수의 active 버스 노드(master)와 

passive 버스 노드(slaves)도 각각의 광접속 

모듈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Monitoring : 

SIMATIC NET OLM 12M optical link module은 

duplex FO 케이블에 의해 한 쌍씩 같이 연결

되어 있다. 

광 버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광 채널

들은 “Line” 모드로 바꾼다. 버스의 시작과 

끝의 광 채널은 사용되지 않는다면 

“Inactive" 모드로 바뀐다.  

최대 25개의 노드를 가지는 

개별의 DTEs 또는 완전한 

PROFIBUS segment는 RS 485 

인터페이스를 가진 전기적 

채널을 통해서 각각의 광 

접속 모듈과 연결할 수 있다. 

monitoring 기능을 가진 개별의 FO 케이블 섹

션들은 연결되어 있는 광 접속 모듈에 의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만약 광접속 모듈이 빠

지거나 FO케이블이 끊어진다면 네트웍은 두 

개의 하위 네트웍으로 분리될 것이다. 

    

3. Starting up3. Starting up3. Starting up3. Starting up    

 

DIL 스위치의 적절한 설치를 알아보자. 

- 요구되는 전송률로 OLM12M optical link 

module을 조정한다.(default setting: 

12Mbaud) 

- 모드 설정에 의한 요구

되는 topology로 OLM12M 

optical link modules에 

맞춘다. (default 

setting: Line) 

- 만약 OLM12M optical 

link modules이 RS 485 

bus segment의 시작이나 

끝에 있다면 채널1에 

terminating resister combination을 활성화 

한다.(default setting: terminating 

resister combination deactivated) 

- 광학 LAN케이블에 연결  

- 광 접속모듈을 모은다. 

- 전기용 RS 485 LAN 케이블에 연결 

- 전력 공급기와 신호기를 연결 

    

 



4. DIP switche 4. DIP switche 4. DIP switche 4. DIP switche 설정설정설정설정    

 

스위치 s1과 s2의 전송률을 맞춘다. 

다음의 그림은 다양한 전송률로 설정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다른 DIP 스위치들은 사용하지 않는 채

널의 비활동 모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default 

settig(line mode와 monitor function)으로 

되어있다. 

 

 

 

 

    

    

    

    

5. 5. 5. 5. CCCChannel 1hannel 1hannel 1hannel 1    terminating resistor terminating resistor terminating resistor terminating resistor 설정설정설정설정    

 

terminating resistor를 설정하는 스위치는 

OLM12M의 판넬 정면에 있다. OLM12M이 RS 485 

버스 segment의 처음이나 끝에 있을 때에 두 

스위치들을 ON 으로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스위치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두 스위치의 다른 설정

은 전송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6. 6. 6. 6. OOOOptical cableptical cableptical cableptical cable    연결연결연결연결    

    

    

 

 

 

 

duplex 커넥터 또는 커넥터 쌍으로 된 duplex 

FO 케이블과 함께 사용되는  광 접속모듈을 

연결한다. 

각각의 경우에 광 입력/광 출력과 연결이 되



었는지 확인한다.(crossover connection) 

FO 케이블로 된 strain relief가 적합한지 FO 

케이불의 최소 bending radius가 초과하지 않

았는지 확인한다. 

제공된 먼지 보호개로 사용하지 않는 fiber-

optic 소켓을 덮으시오. 급격한 빛이나 특별

한 장소에서 네트웍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사용하지 않는 광 채널들dms  Inactive 

모드로 설정한다. 

FO 케이블 길이가 최대와 최소의 한계 설정 

안에 있어야 하고 명시된 사양범위 내에서 사

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광학기구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확인한다. 

먼지는 광학 기구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