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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S Fieldbus Systems 

HMS Fieldbus Systems는 필드버스 기술의 

공급업체이며 AnyBus 제품 라인은 다중 필

드버스 연결을 얻는 빠른 방법을 제공한다. 

AnyBus이 추구하는 목표는 OEM device에 

‘필드버스 중립적인’ 단순한 연결을 제공하

는 것이다. 

HMS 에서는 최근 AnyBus-S 이더넷을 새 

롭게 발표하였다. 이 이더넷은 산업 전문 

기술과 새로운 IT 기술을 결합하여 높은 수 

준의 유연성, 신뢰성 및 성능을 요구하는 

산업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지원하도록 하 

는데 중점을 둔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 

물이다. 

HMS 가 이더넷용 AnyBus  모듈을 설계할 

때의 목적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맞춤식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 

다.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이더 

넷용 제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 TCP/IP 상위에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프

로토콜이 없다. 

- 산업용 커넥터가 없다. 

- IT 네트워크의 비 전문가가 IP 어드레스

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TCP/IP  상위에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프로 

토콜 

 

PROFIBUS International,  IAONA, IEA 및 

필드버스 단체에서는 이더넷 상위에 프로 

토콜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많은 진척을 

보인 두 필드버스 단체로는 PROFIBUS  On 

Ethernet 과 ControlNet On Ethernet 이 

있다. 

사무환경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난 10 년 

동안 이더넷에서 실행되는 많은 프로토콜 

이 정의되었다. 산업 부문에서도 동일한 상 

황이 예견된다. 실제로 다수의 프로토콜 이 

등장할것이지만 이더넷의 경우 적어도 하위 

프로토콜 계층은 동일하다. 이는 설계 작업 

을 소프트웨어로만 한정하여 이더넷에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AnyBus  이더넷을 만들면서 HMS 는 첫 단 

계로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더넷용으로 

가장 잘 입증된 프로토콜인 ModBusTCP 를 

구현하였고 향후 더 많은 프로토콜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또한, HMS 는 AnyBus-S 모듈에서 소켓 

통신의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이상 이더넷 프로토콜을 저 수준에서 처 

리하지 않고 TCP/IP 프레임 내부에 원하는 

프로토콜을 포함시키는 선택권을 얻는다. 

AnyBus Ethernet 제품에는 웹 브라우저 및 

전자 메일 기능도 구현될 것이며 기존 제 

품과도 호환될 것이다. 

산업용 커넥터 

여러 필드버스로 얻는 혜택은 IP65 및 

IP20 모두에 대한 산업용 커넥터가 정의 



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준 RJ45 를 준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지만 표준 IP65 이더넷 

커넥터가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산업용 이 

더넷에 제한이 따르는 한 부분이지만 

IAONA 및 기타 단체의 작업 그룹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곧 내놓을 것이다. 

AnyBus -S 이더넷은 상업용 이더넷 제품에 

사용되는 표준 RJ45 를 지원한다. 또한, 옵 

션으로 AnyBus -S 이더넷을 표준 9 핀 D-

Sub 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9 핀 D-

Sub 는 이미 PROFIBUS, Interbus, CAN-

open 및 Modbus Plus 에 대한 표준이기 

때문에 산업 환경에서 좋은 선택임이 명확 

하다. 

I P  주소 지정 

이더넷에 대한 기본적 개념 중 하나는 원격 

위치를 통해 장치 주소를 설정하거나 원격 

위치에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멤버에 주소를 

할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IT 부서에서 IP 주소를 할당하고 네 

트워크의 모든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무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 

용 이더넷 제품은 UPD 나 Telnet 과 같은 

전통적 채널을 통한 IP 설정을 지원한다. 

많은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각 

장치의 DIP 스위치를 통해 PROFIBUS 및 

DeviceNet 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Dev 

-ice Address 를 설정하고자 한다. AnyBus  

-S 이더넷의 경우에도 이러한 IP 주소 설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IP 주소에서 중요 

성이 가장 작은 8 자리는 보드에 포함된 

DIP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어서 225 unit 로 

LAN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AnyBus-S 이더넷에는 웹 서버가 통 

합되어 있어 IP 주소 및 기타 이더넷 설정 

을 원격으로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더넷을 통해 모듈을 탐색한 다음 설정을 

수행하면 된다. 

결론 

이더넷을 AnyBus 제품 라인에 추가함으 

로써 장치 제조 업체는 이더넷, PROFIBUS, 

Interbus, DeviceNet, ControlNet, CAN- 

open, LonWorks, Modbus Plus, Remote 

I/O 및 N2 Metasys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OEM 은 일반적인 모든 산업용 

필드버스에 맞는 제품을 설계하고 AnyBus 

모듈을 간단하게 교체하여 이더넷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산업계에서의 하드웨어 기술과 IT 업계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산업용 이더넷의 작동 편이성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