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 IBUS  Product  

 

무선 P R O F I B U S  ( 1 )  

 

독일의 Schildknecht Industrieelektronik는 기

능 제한 없이 기존의 PROFIBUS 케이블 연결

을 교체할 수 있는 DATAEAGLE DE 3000이

라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DATAEAGLE은 DE 3000 슬레이브 및 실제 

슬레이브를 제어하는 DE 3000 마스터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 가능한 사용범위

는 직선거리로 500m까지이며 홀에서는 

100m이다. DATAEAGLE은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이동 시스템이 있는 곳이면  어디

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연락처: www.dataeagle.de  

 

실시간 원격 처리 

 

Steinhoff Automation&Fieldbus Systeme에서 

만든 PC 기반 DACHS 시스템을 위한 모든 

QNX 기반 소프트 PLC 대상은 이제 인터넷 

클라이언트와 통신이 가능하다. IEC 61131-3 

변수 및 PROFIBUS 관련 I/O의 읽기 및 쓰기

는 웹 및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격으로 동작할 

수 있다. Steinhoff는 많은 제조업체에서  만든 

PROFIBUS 마스터 및 슬레이브 보드를 위한 

QNX 지원제품을 제공한다.  

연락처: jutta@steinhoff.de 또는 +49 6431 

529 366 또는 www.steinhoff.de  

 

광 연결 

 

ERNI Elektroapparate는 광전송을 위해 ERbic 

시리즈를 확장해 왔다. 이 회사의 LWL 컨버

터는 660nm 합성 섬유 및 유리 섬유 뿐 아

니라 850nm 및 1300nm 유리 섬유 요구사항

을 충족시킨다. 통합된 전자공학은 hat rail 

module을 추가하지 않고 PROFIBUS의 광 네

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며 copper 및 LWL 전

송 기술이 쉽게 조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연락처: +49 71 66/ 50-176 또는 

rolf.bach@presseagentur.com 또는 

www.erni.com  

 

서보 통합 모터 

 

SIMODRIVE POSMO SI는 PROFIBUS -DP 네

트워크에서 직접 노드로 작용하는 분산된 서

보 드라이브 시스템이다. 



이것은 로컬로 저장된 동작 제어 어플리케이

션과 함께 모터에 통합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

로운 자동 엔지니어링의  장을 연다. 이 장치

는 네트워크를 통한 마스터와의 신속한 주기

적 데이터 교환 및 다른 노드와의 통신 기능

을 갖춘 표준 PROFIBUS 슬레이브 역할을 하

며, 2000년 11월부터 시판된다. 

연락처: +49 9131 98 4255 또는 

bernard.hennequin@erlf.siemens.de.  

 

X I / O N  I / O  모듈 

Moeller Elektronix사는 지금 XI/ON 모듈화 필

드버스 I/O를 제공한다. 

 

플러그가 가능한 기능 모듈, 스테이션 설계 

및 진단 보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I/O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XI/ON은 응답 속도가 빠른 

I/O 통신을 제공한다. 각 I/O 스테이션에는 

필드버스 및 I/O 자체와의 인터페이스인 게이

트웨이가 있다. 이것은 프로세스 데이터를 처

리하고 제어 시스템 및 I/O 지원을 위한 진단 

정보를 생성한다. 프로토콜은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연락처: www.moeller.net  

 

광섬유 커넥터 

 

Hirschmann사에서는 12Mbit/s와 실제로는 

무제한 직렬 거리까지 속도를 제공하는 광섬

유 PROFIBUS 통신을  위한 OZD Profi 

generation을 출시했다. 

DIN 레일이 장착되어 OZD Profi와 

하향 호환된다. 전통적인 구리 케

이블과의 결합으로 다중 광 네트워

크 토폴로지(라인 링 및 트리)가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은  100km 

네트워크까지 플라스틱 섬유를 사

용하는 공장 자동화에서 단거리 프

로젝트를 포함한다. 설치 및 서비스가 매우 

쉽고 빠르다. 

연락처: +49 7127 14 14 99  

 

무선 P R O F I B U S  ( 2 )   

 

Satel사는 400-470MHz 대역을 사용하며 다

중 슬레이브가 있는 PROFIBUS 네트워크를 

40km 이상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ATELLINE-3AS (d)라는 무선 모뎀을 생산하

고 있다. 모뎀은 편리한 사이즈와 훌륭한 디

자인으로 만들어져 설치가 쉽다. 이것은 또한 

DIN_rail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SATEL

은 이외에도 수 많은 주변 장치도 생산한다.  

연락처: +358 2 777 7826 또는 www.satel.fi 

또는 tammy.hunter@satel.fi  

 

7 m m  구멍이 있는 퍽( P u c k )  

 

Inor사에서 만든 새로운 PROFIPAQ 인 헤드 

송신기는 중앙에 센서 와이어 뿐 아니라 RTD 

외장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7mm 구멍

이 있는 개발이 완료된  puck-style 

PROFIBUS-PA 장치이다. INOR사는 모두 중

앙에 구멍이 있는 '퍽'  유형 송신기로 유명하



다. 

 

ProfiSoft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PC에

서 프로그래밍한다. 표준 및 IS 버전에서 사

용할 수 있다. 

연락처: +46 40 31 25 60 또는 jan-

ake.lofstrand@inor.se 또는 www.inor.com  

 

I / O  모듈  

 

Bosch사는 PROFIBUS 네트워크로 16개까지 

M12 디지털 입력 및 출력을 할 수 있는 B-

IO 67 분산형 I/O 모듈

을 출시했다. 모듈은 

I/O를 연결하기 위한 수

동 배전기 및 I/O를 제

어하기 위한 전자 모듈

로 구성된다. Bosch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의 분리는 입력 및 

출력의 연결이 단일하고 

필드버스에서 완전히 독

립되어 있기 때문에 유

리하다고 한다. 또한 언

제나 전자식 교환이 가능하다. 

연락처: +49 711 811 78 95 또는 

gerhard.ketterer@de.bosch.com  

 

원격 I / O  신호 조절기 

 

M-System의 M9BS-16P1은 PROFIBUS용 랙 

장착 I/O 시스템이다. 각 랙에는  PC를 구성

할 수 있는 플러그  인 모듈이 16개 채널까지 

있다. 

I/O 신호는 모듈 사이에서 분리된다. 프로그

래머블 단선 모드 및 엔지니어링 장치가  있는 

13가지 유형의 T/C를 지원하는 M9TS를 포함

하여 다양한 I/O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온도 테이블은 CSV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연락처: +81 6 6659 8201 또는 www.m-

system.co.jp  

 

로드 셀 인터페이스 

 

Arpege Master K사의 IDX는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 셀을 사용하는 시중에 있는 모든 로드 

수신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PROFIBUS 호환 계량 컨트롤러이다. 

 

이것은 산업 계량 업계를  향한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Arpege Master K사는 말한다. IDX

는 380 옴의 아날로그 로드 셀을 각각 8개씩 

지원하는 계량 채널을 4개까지  동시에 처리하

므로 최대 12개 로드 셀을 갖게 된다. IDX 

BASIC은 오퍼레이터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고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도량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PLC 기반 계량/배치 어플리케

이션을 위해 설계된 계량/송신기 인디케이터 

옵션이다.  

연락처: +33 4 72 22 92 22 또는 

marketing@masterk.com 또는 

www.masterk.com  

 

인터페이스 스택 

 

TMG i-tec사는 프로세스 장치의 개발을 간소

화하고 고객이  프로토콜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PROFIBUS와 다른 필드버스를 위한 

공통 프로토콜 스택을 출시한다. 기본적으로 

기능 블록 사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

이스인 이 스택은 통신 프로토콜을 숨기고 낮

은 리소스가 있는 하드웨어 환경에 가장 적합

한 코드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확장을 대비하여 

모듈화된 코드 구조 및 지정된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연락처: info@tmgitec.de  

 

P C •M I P  M a s t e r   

 

MEN사의 P6 PC•MIP는 프런트 커넥터에서만 

신호를 이끄는 Type-II PC•MIP 형식을 따르

는 PCI와 100% 호환되는 PROFIBUS 마스터

이다. 

PROFIBUS 프로토콜은 로컬로 운영하고 

PC•MIP와 호스트 PC 간의 통신을 극적으로 

줄인다. MDIS는 다른 종류의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P6가 빨리 통합될 수 있

도록 한다. 

연락처: +49 911 99 33 5 21 또는 

www.men.de 또는 

barbara.schmidt@men.de  

 

R o t a r y  E n c o d e r  

 

PROFIBUS와 함께 사용하는 Absolute Rotary 

Encoder를 이제 TWK Elektronic사에서 생산

한다. 

 

이 인코더는 각 회전당 4096 포지션이 있고 

측정 범위는 4096 회전에 이른다. 데이터 전

송 속도가  12Mbs일 때 전체 용량은  24비트

이다. TWK사는 PROFIBUS 인터페이스가 있

는 새로운 A-D 컨버터도 출시했다. 

연락처: +49 211 632 067 또는 info@twk.de 

또는 www.twk.de  

 

산업용 커넥터 

 

HARTING사는 험한 환경에서 필드버스를 사

용하기 위해 Han-Bird라는 혼합 커넥터 제품



군을 개발했다. 

 

커넥터는 polymer fibre 또는 copper 데이터 

라인을 하나의  하우징에서 두 개의 전선 케이

블 쌍과 결합한다. optical 변형을 사용하면 

버스 신호가 커넥터에 있는 액티브 컴포넌트

를 통해 변환된다. 광학적 변형은 DESINA 표

준을 충족한다. 

연락처: +49 57 72 47 577 또는 

claus.kleedoerfer@harting.com 또는 

www.harting.com  

 

I n f r a  r e d  액츄에이터!   

 

Rotork사의 새로운 IQ 지능형 액츄에이터 모

듈은 PROFIBUS 슬레이브이며  IrDA 적외선 

연결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이것은 보드에  데이터  로거를 갖고 있어서 휴

대폰으로 IrDA에 연결하여 Rotork's 

Customer Lifetime Care Facility에 원격으로 

질문하거나 PC를 사용에 로컬로 질문할 수 

있다.  

연락처: +44 1225 733200 또는 

www.rotork.com 

 

P C - I S A  마스터  

 

Tecnint HTE사는 P C-ISA 버스를  위한 새롭

고 통합하기 쉬운 PROFIBUS-DP Master 

Class 1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이것은 컨피규레이터 및 

DOS, Windows 95/98 및 

NT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개발 소프트웨어 

툴과 함께 제공된다. 

Siemens 툴로 개발한 어플

리케이션은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품질/가격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연락처: +39 039 999171 또는 info@tecnint.it  

 

디지털 I s o l a t o r  

 

Analog Devices사는 µmIsolation ™  기술에 기

반한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듈로 광 커플

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는 자기 기반 접근을  사용하여 3

가지를 개선하였다. 첫째는 핀 호환 교체, 다

음은 PROFIBUS 송수신기와의 통합, 마지막

은 단일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µmTransformer 기술이다.  

연락처: +1 781 461 3732 또는 

www.analog.com/u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