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필드버스 동향 

 

필드버스는 각종장치/기구/부품 접속의 자동

화 배선화, 접속의 호환성을 목표로 한 것으

로 무엇을 몇 대, 어느 정도의 거리로 접속하

는가,  

그 데이터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로 요구되

는 방향으로 규격은 자연히 바뀌어 왔다. 그

러나 전체의 배선원가로서 부품대, 배선공수, 

보수성, 그 위로는 현실문제로서 얼마만큼의 

장치/ 기구/부품의 제조자가 그 버스에 대응

버스명 
접속 

형식 

데이터 

사이즈 
통신속도 

최대접속

길이 

최대 

노드수 

추진단체 

� 기업 

PROFIBUS 버스 244 byte 9.6k~1.5Mb

ps 

노드 간

40m, 전

체길이 

1.2km 

32 

repeater

에서 122 

PI 및 각국의 

PNO, 시스템 

제작업체 

ASI 

 

버스/tree 4~124 

bit 

167kbps 100m 31slave ASI  

협회 

S-LINK 

 

버스 1~128 

bit 

28.5kbps 200m 20slave THANKS 

유니wire 

 

버스 1~128 

bit 

28.5kbps 200m 20slave NKE 외 

CAN 

 

버스/tree 

(CSMA/N

BA) 

1~8byte Max.1Mbps - 64 노드 CiA 

Device-Net 

 

버스/tree 

(CSMA/N

BA) 

1~8byte 125,250,50

0kbps 

100m/50

0k~500m

/125k 

64 노드 ODVA 

SDS 

 

버스/tree 

(CSMA/N

BA) 

1~8 

byte 

125k, 250k, 

500kbps 

30m/1M

~480m/1

25k 

64 노드 미국 

Heneywell 

LONWorks 

 

버스/tree 1~228b

yte 

9.6k, 78k, 

1.25Mbps 

1.3km/78

k, 

300m/1.2

5M 

32,385노

드 

미국 에쉬론 

JPCN-1 

 

버스 256~20

48byte 

125k,250k,

500k,1Mbp

s 

240m/1M

~1km/12

5k 

31slave 일본 전기 공

업회 

InterBus-S Ring/tree 512 byte 500kbps 12.8km 256노드 
InterBus 

Club 

SERCOS 

 

광 loop 16 byte 2Mbps 

(4Mbps) 

300m 8 -- 

Fieldbus  

Foundation 

버스/tree 256 byte 31.25K 

1M,2.5Mbp

s 

1900/750

/500m 

32 무선은 

무규정 

Fieldbus 협

회 

WorldFip --      

M-NET Polling/ 

selecting 

 19.2k, 

38.4kbps 

200m(38.

4k) 

1.2km(19

.2k) 

7 --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개방화 경쟁의 단면이 

된다. 

그 외의 필드넷 

상기의 버스이외에도 일본의 각 제조자로부터 

여러가지 필드넷이 제창되고 상품화되고 있지

만 대부분이 독자규정으로서 세계적인 개방화

라 할 활동은 없다.  

 

후지전기 「 광 필 드 버 스 시스템 F F X 」의 개발

완성,  시판에 대하여….  

 

후지전기 주식회사는 차세대 플랜트 정보제어

시스템의 중핵으로 기대되고 있는 「광필드버

스 시스템 FFX」를 개발 완성해, 1999년 4

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후지전기는 「빛에 의한 신뢰성 � 안정성 등 

많은 특징을 가진, 필드버스 국제표준에서 개 

 

방화한 광필드버스시스템」이 전략상품이 된

다고 생각하고, 10년 전부터 개발과 국제적인 

이  름 위  치 특  징 제조원 

ME-NET 필드넷 고속으로 다른 기종간 통신이 가능 

� 각 기구 사이에서 O N/OFF 정

보교환 

토요타자동차 그룹

표준 

SUMINET 셀넷 컴퓨터 � 제어기간 통신 住友전공 � 오므

론 

SYSMAC-

LINK 

스테이션넷 제어기간 통신 오므론 

SYSBUS2 콤포넷 제어기 � I/O 구성 요소간 통신 오므론 

TOSLINE

-S20 

스테이션넷 PC-PC간, PC-상위 컴퓨터간 고속

통신 

東芝 

TOSLINE

-F10 

콤포넷 소점수 분산기구와 PC간 고속전송 東芝 

DPSC-F 셀넷 프로그램제어시스템, 대량 데이터의 

고속전송 

富士전기 

P 링 셀넷 스테이션넷 주로FA용, broadcast 고속순환전송 

� compact염가, 부분/장치의 이중

화가능 

富士전기 

T 링 콤포넷 리모트 I/O 富士전기 

MELSEC

NET 

필드넷 주기적 � 트라젠트 전송지원,3계

층투과시스템 

미쯔비시전기 

MELSEC

NET/MINI

-S3 

콤포넷 고속리모트I/O, 멀티공급자 

component 접속 

미쯔비시전기 

ECL 스테이션넷 상시교호통신 � flying마스터로의 

고신뢰성 버스 

야마다케 하니웰 

CBL component 버스 전용LSI로의 저원가/고성능링 야마다케 하니웰 



보급활동을 진행해왔다. 장기간에 걸쳐 해외

에서의 필드실증시험을 포함해 많은 개발작업

을 실시하고, 1998 8월 이들의 성과를 담아 

이번 광필드버스기구와 분산형 제어 시스템과 

맞춰 시판 발표하였다. 

 

시판하고있는 광필드버스기구는 

- 광압력 � 차압발신기 

- 광온도발신기 

- 광/공기압변환기 

- 광다점온도변환기 

- 광 star coupler의 광필드기구와, 광필드버

스대응 시스템 

-분산형제어시스템 FOCUS이다. 

 

플랜트제어시스템의 기술혁신으로서, 정보화, 

개방화, 네트워크화가 주장될 때, 그 key 

infra로서「필드버스」가 기대 받고 있기에 

「 광필드버스」 는 필드버스의 특징(정보화, 

개방화, 네트워크화)에 덧붙여, 빛의 특징을 

갖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즉, 전자유도 소

음이나 천둥, 번개등의 외적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시에 「본질안전방폭」으로「고신뢰성

시스템」이 구축되는 특징을 갖고있어 플랜트

의 필드레벨에서 경영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합

리적인 정보화가 실현될 수 있다. 사용자 장

점으로서는 현장배선공사, 호스트시스템을 경

감한 단순하고 안정성, 신뢰성 높은 시스템이 

획득되며, 플랜트의 정보화, 합리화,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다. 

 

후지전기에서는 10년전부터 세계처음으로 광

필드버스라고 할 수 있는 「광파이버식 필드

계장시스템 FFI 」 (Fiber Optic Field 

Instrumentation System) 를 가지고  국내외

의 석유, 화학플랜트, 공항의 연료 파이프라

인, 석유비축설비, 수도설비등에 설치해 왔다.  

광필드버스는 이 기술을 기본으로 국제전기 

표준회의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에 규격규정을 제안하여 1995년 

11월,  IEC 국제규격으로서 성립, 발행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제안이 국제규격으로 된 하

나의 획기적인 예가 되었다.> 

 

후지의 광필드버스 규정은, 후지전기가 중심

이 되어 제안한 일본의 국제규격 IEC 의 광필

드버스 규격규정에 준거하고, 필드버스의 통

신규정은 FF 표준규정에 준거한 시스템으로 

되었다.  

 

후지전기는 광필드버스에 적용하는 저감비 전

력의 필드버스용 IC(Frontier-1 +), 광star 

coupler와 광전기변환기등의 요소기술을 개

발해, 이것을 사용한 각종 필드기구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또 이들 요소기술은 각 제조원으

로 공급하고 있고, 광필드버스기구의 개발참

가를 호소하고있다. 

 

후지전기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더욱 전세계

적인 표준의 「광필드버스」가 세계에서 실용

화로 향해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1. 특징 

- 통신규정 (프로토콜)은 전기 필드버스와 같

다. 

- 필드버스로서의 광필드버스기구는 물론 전

기필드버스기구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갖는다. 

- 각 社DCS와의 접속이 가능하다. 

- 광/전기필드버스의 혼재 시스템도 구축 가

능 하다. 

- 광필드버스의 장점 



- 빛은 접속기구대수에 무관계로 본질안전 

시스템이 실현된다. 

- 내소음, 내뢰성으로 우수하다. 

- 고신뢰성 이중화시스템이 구축된다. (필드

버스 간선 및 DCS 제어기) 

 

 

 

 

 

 

 

 

 

 

 

 

 

 

 

 

www.nohken.co.jp/japan/fbhp/aboutfb/about

fb.htm 

 

 

N O H K E N  

 

필드버스는 PA와 FA 지능 필드기구를 중심

으로 한 쌍방향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이다. 

필드버스는 필드 제어에서 4-20mA로 대응되

는 종래의 구조로 바뀐 필드 제어 시스템이다. 

필드버스에 의해 필드기구에 대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든 능력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필드기구간의 통신, 데이터의 

연산,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래의 4-20mA 아날로그 신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어 시스템에서는 현장기구와 DCS등

의 제어기간은 1:1의 배선이었고, 신호의 흐

름은 일방향이었다. 필드버스 시스템에서는 

현장기구를 포함한 모든 통신을 디지털신호로

서 처리하기위해 멀티 드롭 배선을 실현하고 

있다. 또, 각 현장기구간 혹은 PC와 현장기구

간의 디지털 쌍방향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필드버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버스 위를 

흐르는 정보량의 많음이다. 

예를 들면, 필드버스 대응의 전송기는 계측치  

 

필드버스시스템 

기존 시스템 



외에 계측치의 상태, 알람의 유무, 혹은 기구

의 자기진단 결과 등을 발신 할 수 있다.  

 

또 조작원으로부터는 제어용 롬 내의 PC를 

통해서 기구의 구성 이며 조정 혹은 설정치 

등의 조작을 필드버스 기구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다. 필드버스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프로

세스 제어에 관련하는 정보량은 종래 시스템

과 비교할 수 없다.  

 

필드버스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세스 제어기는 

완전한 필드 분산제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산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아날로그 입출력

이 

며 PID제어 등을 기능별로 각 블록으로 나누

었다. 이들 블록을 기능 블록이라 말한다. 기

능 블록은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필드버스기

구에 최저 1개 이상의 기능 블록이 탑재되고 

있 

다. 실제 프로세스 제어기에서는 필요한 기능 

블록을 접속해 각 블록의 순차처리로서 제어

를 처리한다. 예를 들면, 종래 시스템에서는 

파이프 내에 흐르는 액체의 간단한 류량제어

에는 유량계, PID 조절계, 제어밸브의 3개의 

기구가 필요했다. 필드버스 시스템에서는 그

림과 같이 류량계 (차압 송신기 등)와 제어 

밸브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어 루프는 류

량계에 탑재한 아날로그 입력 (AI) 블록과 제

어 밸브에 탑재한 PID 제어 (PID) 블록간이 

현장기구간 통신이 되어 버스위를 프로세스 

제어용의 신호가 흐른다. 또, 각 기능 블록의 

접속은 부드럽게 처리하므로, 각 기능 블록간

의 배선은 필요 없다. 

 

필드버스의 장점 

- 설치원가의 삭감 

- 하드웨어 (A/D 콘버터, 제어기 등) 삭감으

로인한 신뢰성 향상 

- 개방 프로토콜에 의해, 플랜트 관리 시스템

의 통합이 용이 

-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과 장해진단으로 인

한 유지보수 원가의 대폭 삭감 

- 배선 원가의 대폭 삭감 

 

 

 

 

 

  

 

                 기능블럭 



 

 

 

 

 

와고 

 

개방형 필드버스 시스템용 신세대 와고 I/O시

스템 

 

각종 필드버스에 대응 가능 

공장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FA기구를 

편성해서 시스템을 통합화 하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의 표준화가 중요하게 된다. 필드버스

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개방형 필

드버스 

의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발전소(스위스)내 제어,감시시스템에서의 사

례 

 

와고 I/O 시스템은 각종 개방형 필드버스에 

대응 가능하다. Bus coupler를 교환하는 것만

으로 세계의 주요한 필드버스인 PROFIBUS, 

Interbus-S, Device Net, LON, MODBUS 등

을 다수의 개방형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스위스의 BKW/FMB 에너지회사는 Bern주 

제품 번호 7 5 0 - 3 0 1  7 5 0 - 3 0 3  

전송비율 
9.6Kbps˜

1.5Mbps 

9.6Kbps˜

12Mbps 

I/O 모듈 64개 64개 

디지털  

점수 

256점 

（ 입력 또는 출

력） 

256점 

（ 입력 또는 출

력） 

아날로그 

점수 

122점 

（ 입력 또는 출

력） 

DP：64점 

FMS：32점 

전원전압 
DC24V(-15%˜

+20%) 

DC24V(-15%˜

+20%) 

소비전류 
평균105mA 

최대900mA 

평균105mA 

최대900mA 

길이mm） 

폭×높이×깊

이 

51×65×100 

 

            Profibus bus coupler 



및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 � 

송전시설을 갖고 있다. BKW사는 1997년에 

새로운 세대의 스위치 캐비넷을 발표했지만, 

이후, 380KW배선 변전소에서 이것을 사용했

다.(다음그림 참조) 

 

이 2차 유니트의 새로운 제어 � 감시시스템

에는 와고 I/O시스템이 설치 되어있다. 전기

설비의 장해분석과 보수에는 정확한 통보, 알

람이 실행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

를 위한 시스템요구는 장해의 분석이 10ms

이하의 스피드에서 상수로 바르게 처리될 필

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비 원가를 

낮게, 프로젝트의 비용도 최소로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BKW사는 필드버스로서 PROFIBUS-DP와 

높은 모듈성, 원가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와고 I/O시스템의 채용하였다. 그 외 채용조

건으로서는 신호 전압 및 전원 전압으로 

48VDC를 공급가능, 또 개개의 입력 전위가 

분리 가능할 것도 요구하였다. 즉, 원가가 싸

고, 사용이 편한 제어 � 감시 시스템을 최단

기간으로 실현하기 위해, 와고 I/O시스템은 

최적의 상품으로써 존재한다.  

 

디센사(독일)의 핀넨토로프 공장에서는 박판 

roll 사용자 규정에 대응해서 압연가공 하고 

있다. 이 박판제어에는 절대적인 품질이 요구

된다. 콘베이어 라인에는 박판의 정화장치가 

자동화 시켜  설치되 이 제어기는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장치 전체는 분산배치 시켜 와고 

I/O시스템은 각각의 분산제어 BOX에 설치되

어 있다. 와고 I/O시스템이 채용된 데에는 다

음과 같은 4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필드버스와는 분리해서, 센서와 작동

장치를 분산제어의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편성

할 수 있다.  

- 각 필드버스의 노드를 구축 할 때에 모듈 

당 2점 입 � 출력모듈이 있으므로 16또는 

32점 유니트와 비교해서 효율적인 설계가 가

능하다.  

- 버스 기술을 채용하기위해, 배선과 단자대

의 원가를 절약한다. 또, 스프링 접속방식으

로 인해 배선공수가 삭감된다.  

- I/O모듈 자신은 PROFIBUS에 접속 되지만, 

필드버스의 독립성에 의해 타사의 제어가 

Interbus를 경유해서 와고 I/O를 포함한 시스

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www.m-system.co.jp/Mame Tisiki/M95.gif 

 

일본의 P R O F I B U S   

 

필드버스의 한 종류인 PROFIBUS는 1989년

에 독일에서 관민공동으로 개발하여, 독일규

격(DIN19245)으로 되었다. 그후 1996년에는 

유럽규격(EN50170)으로 되고, 2000년이 되



어 IEC 규격(IEC61158)으로 인정되었다. 또, 

사용자 지원에 대해서는 1989년에 독일에서 

사용자 협회(PI)가 설립되어 1999년 9월 현

재, 세계 24개국, 961사가 회원이 되어 약 

1700이상의 대응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

까지 200만 노드를 넘은 PROFIBUS네트워크

가 세계 속으로 도입되어, 유럽에서는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PROFIBUS에서는 공장자동화(FA)에서 프로

세스 자동화(PA)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도

록 이하 3개의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다.  

 

PROFIBUS-FMS (Fieldbus Messange 

Specification) :  목적지향의 모델로서 PLC, 

DCS, PC 등의 지능 스테이션 통신으로 적용

하는 프로토콜이다.  

 

PROFIBUS-DP (Decentra lized Periphery) : 

리모트 I/O, 드라이브 등의 필드장치와 제어

기 사이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

는 프로토콜이다.  

 

PROFIBUS-PA(Process Automation) : 

IEC1158-2에서 규정한 물리층에 방폭 대책

을 적용해,   통신케이블에 따라 각 노드로의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한 프로토콜이다.  

 

물리층의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된다.  

� 통신방식 : 하이브리드 방식 

� 전송속도 : 9.6kbps ~ 12Mbps 

� 접속노드수 : 최대 126노드 

� 사용자 데이터량: 최대 244Byte/ 1프레임 

� 토포로지 : 버스, 링, 토리 

� 케이블 : STP 케이블, 광파이버 

� 연결자 : RS-485 

� 전송거리 : 표 1참조 

 

      PROFIBUS의 전송속도와 전송거리 

 

전송속도 

(kbps) 

9.6 500 1500 3000 12000 

전송거리 

(m) 

1200 400 200 200 100 

 

주) 리피터를 사용하면 거리를 배로 연장하는 

이  가능하고, 리피터는 최대 9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송속도 12Mbps에서는 1km 

까지 케이블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PROFIBUS의 통신방식은 네트워크상에 복수

의 마스터를 접속해서, 각각의 마스터의 동시 

통신 요구를 제한하는 토큰패싱 방식과 마스

터 /  슬레이브 통신방식을 병용하고 있기 때

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PROFIBUS에는 네트워크상 노드의 착탈이 

다른 노드의 통신에 영향을 주지않고 가능하

다라는 특징이 있다.  

 

PROFIBUS 를 사용함으로, 개방형 규정에서 

멀티 공급자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 가능하다. 각 디바이스 제조자가 

PROFIBUS 규정에 제공한 Device Profile(디

바이스 프로파일)규정을 토대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에 의해 통일된 프로토콜에서 여

러 가지 기능의 디바이스가 접속 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기술한 것을 GSD 

파일이라 부른다. PROFIBUS기구 공급자로부

터는 기구에 더하여 이 GSD 파일이 공급된

다. 사용자는 이것을 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안에서부터 

용이하게 PROFIBUS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PROFIBUS에 접속 할 수 있는 제품의 한 예



로서, M system 의 리모트 I/O 수퍼 M9시리

즈를 e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리모트 I/O 수퍼 플렉스 M9시리즈 

PROFIBUS 

 

P R O F I U S  I n t e r f a c e  제품 

 

PROFIBUS 및 Siemens 통신프로토콜용의 

National instrument 통신제품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1~8매의 PC1500PFB인터페이스 

보드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PC1500PFB는 

전용 프로토콜을 실행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

세서가 탑재된 ISA 플러그인 보드이다. 서버 

및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는 표준 PROFIBUS 

프로토콜 및 Siemens PLC전용 프로토콜을 

수용 할 수 있다. National instrument 

PROFIBUS 인터페이스는 PC1500PFB의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공업장치와의 통

신에 관련하는 모든 작업을 컴퓨터의 프로세

서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성

능을 향상시킨다. 

 

 

 

 

 

 

                     PC1500PFB 

 

� Profibus용 표준API 및 시멘스 Profibus 

프로토콜 

� 프로토콜 실행전용 Intel80186 

� 1 Profibus 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