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BUS 인증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FIBUS International은 PROFIBUS 응용

제품에게 공식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증

시스템을 1995년에 설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및 상호 작동성 테스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된 제품은 PROFIBUS 표준 및

상호작동성에 있어서 이상이 없음을 공식적으

로 보장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는

등록된 공급자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PROFIBUS 장치의

공급업체가 장치를 인증하는 이유와 그 혜택

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

재, 수백가지 제품이 인증되었으며 인증 제품

에 대한 참조목록(PROFIBUS Electronic

Product Guide)을 보면 인증번호와 함께 제

품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

든 공급업체 중 일부는 디바이스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TO 인증 경험

미국 Johnson City의 PROFIBUS Interface

Center는 PROFIBUS-DP 사양을 쉽게 해석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도움은 디버그

시간을 상당시 줄였으며 생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Bill Johnson

Software Designer for the EM277

PROFIBUS-DP Slave Module

Vendor :  장치를 인 증 해 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이고 어떤 도움이 됩니까?

- 제품을 시장에 더 빠르게 홍보 및 판매하

는데 필요함

- 설계된 제품의 중복성 조사가능

- 제품 평가비용을 절감

-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

인증 테스트는 광범위한 테스트이기에

PROFIBUS-DP 슬레이브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대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자신들의

연구실에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한 경험이 있

는 개발자 및 공급업체라도 테스트 결과에 대

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테스트에서

얻은 200가지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중 2가지의 장치(1%)가 아무 변경 없이,

~54%가 약간의 보완으로 그리고 ~45%가 대

폭적인 기능향상을 얻어서 테스트를 통과하였

습니다.

PTO 인증 경험

저는 인증 테스트 기간 중 좋은 대우를 받았

습니다. 개발자로서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과

정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GSD 파일의 서로간

또는 PROFIBUS 사양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소한 불일치를 빠르게 검증하여 에러를 수

정한 다음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기에 개발자

입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도록 구성됩니다.

저희의 Gateway 제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개발 컴퓨터와 제품을 Johnson City로 가져가

기로 결정(Knoxville까지 173$의 항공료가

소비되면서까지)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었기에 과정의 능률화

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기뻤습니다. 즉,  (새로

작성된)설명서가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어플리

케이션 정보를 테스터에 전달한 것과 어플리

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



어서 단 몇일내에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

었다는점이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단순히 제품만 테스트센터로 보냈다면 심지어

사소한 에러의 테스트/수정에도 되풀이 되는

과정 거쳤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간뿐만 아니

라 엔지니어링 시간 및 비용을 더 많이 소비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래의 테스터들이 예상하는 것

과 테스트할 것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었

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이를 통하

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올바른 판단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arren Thompson

Software Engineer

Varian Vacuum Technologies

기존 PROFIBUS 연구실은 특수 테스트 및

다중 공급업체 장치디바이스에 적어도 5년의

테스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및

PROFIBUS 연구실의 장비는 시간과 돈을 절

약하는데 도움이 줍니다.

디바이스 인증 없이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주요 최종 사용

자는 지금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치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서를 요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Vendor :  새 재품에 대해 인증된 S W  스택,

AS IC  또는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

우 여전히 디바이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론, 모든 솔루션은 전체 제품 또는 장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따라서 완전히 인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단지 부분적으로

만 테스트됩니다. 최종 제품은 주로 진단, 구

성 및 파라미터화 요구 조건에 대해 다릅니다.

변경이나 수정 후 모든 것이 여전히 표준에

따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SIC은 보통 PROIFIBUS 프로토콜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을 적합하게 프로그램하

지 않는 경우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ASIC중에는 인증 테스

트의 중요한 부분인 완전한 RS-485(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것도 있습니

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ASIC 유형으로 제품

이 이미 있는지 ASIC 공급 업체에 확인바랍

니다.

Vendor : 장치 인증에 대한 절차는 ?

1. PROFIBUS International(PI)에서 인증 ID

번호를 신청합니다.

2. PROFIBUS 장치를 개발하고 GSD 파일을

작성합니다

3. PROFIBUS 테스트 연구실에 인증테스트를

신청합니다

4. 테스트를 통과하면 두개의 테스트 보고서

중 한 개를 PI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테스트에서는 다음 사항을 테스트합니다.

물리 계층 RS-485 테스트

- 장치 반사

- 차분 전압

- RS-485 구성 요소



-커넥터 및 필수 신호 등

버스 전송

- 노드 주소 공간

- PROFIBUS ID 번호

- 타이밍 측정

- 전송 속도

기능 테스트

- 옵션 기능 SYNC, FREEZE, Fail safe

- 필수 진단

- 필수 파라미터화

- 버스중단 등

PROFIBUS 표준에 따른 상태 전이

- 상호 작동성

- 다중 공급 업체 환경

- 최대 및 최소 버스 로드

- 다중 및 단일 마스터 시스템 등

인증 테스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바른 PROFIBUS 작동 보장

- PROFIBUS 표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방지

- 상이한 공급업체의 상이한 장치가 동일 네

트워크에서 올바로 작동한다는 확실성 부여

- 장치가 다른 구성 및 설정에서 작동되는 호

환성 보장

- 향후 문제 방지

Venor :  디바이스 테스트를 받 기 위 해 서 누군

가를 보내야 하는지 ?

디바이스를 이해하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개발자는 인증테스트

중에 발생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즉

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같이 보

낸 공급업체의 90%는 PROFIBUS-DP 슬레

이브 인증시험을 3일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에러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개발자들이 자기의 연

구실에서 테스트를 위한 여러사항을 재 구성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시험센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몇일 몇 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PROFIBUS 인증이 경비의 낭비

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 여러분은 이해 하였

기를 바랍니다. 인증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시

켜주며 제품을 출시 하기전이나 출시후에 품

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

하기에 개발시 비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손실을 선택하느냐 아니

면 그 반대냐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