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nterface 기술소개

AS-Interface는 센서/구동기 등으로 구성된

자동화 하위레벨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필

드버스로써 PROFIBUS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운용되고 있기에 AS-Interface에 대하여 사

용상의 중점부분을 게재 합니다.

주요특징

마스터 및 슬레이브 개발

정상적으로, AS-Interface Master는 제어의

백 플랜 버스를 통해 위에 놓여있는 제어기기

와 통신합니다. "백 플랜 버스 제어" 및 "일반

AS-Interface Master"의 블랙박스 사이에서

이러한 박스들을 함께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

을 수 있습니다. 소위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특정 제어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경우, 고객이

AS-Interface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

요로 하는 마스터 카드의 부분입니다.

마스터의 공통 부분(대부분의 경우 이중 포트

메모리까지)은 서로 다른 버전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일부 제작사에 의

해 개별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

을 원하는 제작사는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개

발된 사항 중 하나를 사용(예를 들면, 사용권

을 기반으로 하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ology tree 구조

전송매체 unshielded 2-wire-cable for data and energy

(24 V DC / typical up to 8 A for the bus. Higher values allowed)

Cable 길이 최대 100m

Slave 수 최대 31

Number of

participants

up to 4 sensors and 4 actuators per slave(max.124, bi-directional

max. 248 binary participants)

Addresses Each slave gets a definite address.

Setting of address by the master or by a programming tool.

Messages Message of the master to one single

address with immediate response from the slave

Bit-rate 4 bits (net) per slave and message

31 slave의

Cycle time

5 ms

Error detection Incorrect messages  are reliably identified and repeated.

Device

interface

4 configurable data ports (as inputs or outputs or bi-directional) plus

4 parameter outputs and 2 control outputs (strobe)

Process data in

The master

Cyclic polling of all participants

Cyclic transmission of data to the host or

to the slaves respectively

Master 역할 Initialisation of the network,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acyclic setting of parameter values to the slaves,

diagnosis of bus and ASI-slaves,

error messages to the host,

setting of addressed in replaced slaves.



유사하게 실험실 모델을 구축하거나 심지어

완전한 슬레이브를 제작(PCB의 어떤 사양 한

계 내에서)하기 위해 표준 슬레이브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4개의 제작사

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Mannheim의 Bihl & Wiedemann은 완전

히 개발된 마스터, 슬레이브, 커플러 및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의 일

부 부분을 ASIC으로 통합하였고 AS-

Interface 핫 라인 역할을 하며 실험실 테

스트를 위한 실험 설정으로 슬레이브

PCB를 제공하고 있음.

(전화. +49-621-339-2723, Mr. Bihl)

-  Owen/Teck의 Leuze electronic은 두개

의 마스터 구성 요소(SW와 함께)를 제작

하였고마스터 개발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

는 또한 슬레이브용 PCB를 구비함

(전화. +49-7021-573-270, Dr. Müller)

-  슬레이브 사양에 대한 합작작업을 마친

Erlangen의 Siemens, ANL 부서는 모든

추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전화. +49-9131-7-43180, Mr.

Landgraf)

-  Karlsruhe의 TMG-itec은 몇몇 관심이

있는 회사들의 한 프로젝트로 정의되고

있는 휴대용 마스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였고 도구의 개발까지 제공함 (전화.

+49-721-9654-800, Prof. Bender/Dr.

Wenzel)

AS-Interface 칩 제조업체

AMI의 새로운 V2.1을 포함하여 3가지 슬레

이브 칩이 사용 가능하며 내 번째 칩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  A2SI

AMI의 A2SI 칩은 31개의 표준 대신 62개의

슬레이브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AS-

Interface Version 2.1 사양을 완전히 만족시

키는 첫 번째 칩으로써 A2SI는 첫 AS-I IC로

서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통한 현장 프로그래

밍이 가능하고 시스템 설계자는 거미줄 같은

배선 및 전자 구성 요소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merican Microsystems GmbH (AMI)

Mr. Gerd Thierfelder

Bertold-Brecht-Allee 22

D 01309 Dresden  Germany

Tel.: +49-351-3199-1500

Fax: +49-351-3199-1519

Email:mailto:thierfel@amis.de

http://www.amis.com/

- ASI3+

'고전적'인 슬레이브-칩은 AMS의 ASI3+입니

다. 대부분의 슬레이브는 이 칩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칩은 차후에도 마찬 가지

로 사용가능 합니다.

- SAP4.0

또 다른 인증된 슬레이브 칩인 SAP4.0은

1997년 말 부터 Siemens가 제공하고 있습니

다. 이 칩은 AS Interface-point-of-view의

ASI3+와 동일한 기능을 갖지만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다이오드 열(외부

EEPROM 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

오드에는 최소 15번 주소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iemens AG, Gerätewerk Amberg

Mr. Indefrey

Werner-von-Siemens-Straße 48

D 92220 Amberg  Germany

Tel.: +49-9621-80-2722

Fax: +49-9621-80-3888

- SAP4.1

이 칩의 새 버전은 Siemens의 SAP4.1입니다.

이 칩은 아직 개발 중이며 온보드 EEPROM

및 강화된 사양의 옵션 기능(C.S.2.1)을 갖습

니다. 이 칩은 SAP4.0과 핀의 호환성이 있습

니다.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 Quartz

AS-Interface quartz(클럭)에 대해서는 다음

회사들 중 하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ndrich GmbH

Dr. Ing. R. Mäder

Hauptstraße 56

D 72202 Nagold

Tel : +49-7452-6007-0

Fax : +49-7452-1470 Geyer electronic

Hr. J.Reichmann

Camerloherstr. 71

D 80689 München

Tel : +49-89-546868-0

Fax : +49-89-546868-90 Kinseki Europe

GmbH

Schirmer Straße 76

D 40211 Düsseldorf

Tel : +49-211-36815-0

Fax : +49-211-36815-10

6. 시험 설정

시험 설정(주변 부품을 갖는 작은 칩 PCB)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Bihl & Wiedemann GmbH

Mr. Bihl

Kä fertaler Straße 164

D 68167 Mannheim

Tel.: +49-621-339-2723

Fax: +49-621-339-2239 Leuze electronic

GmbH

Mr. Keller

In der Braike 1

D 73277 Owen/Teck

Tel.: +49-7021-573-248

Fax: +49-8021-573-200

AS-Interface PC 보드 공급업체

AS-Interface를 제품에 구현하는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프더쉘프(OTS) AS-

Interface PC 보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생

산업체에게 각각 서로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AS-Interface PC 보드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

습니다.

-  Bihl+Weidemann

AS-i PC2는 짧은 PC 보드에 있는 AS-

Interface 마스터로서 AS-Interface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기 위한 AS-Interface 제어 장치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된 진단 기

술을 사용하여 이따금 발생하는 구성 에러를

탐지해 냅니다. 하나의 PC에 8개까지의 AS-

Interface PC2-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AS-i/PC/104 Master는 AS-i PC2와 동일한



기능을 갖지만 PC/104 Module로만 사용됩니

다.

- ifm electronic

ifm electronic에서는 아래 두개의 AS-

Interface PC 보드를 갖고 있습니다.

ifm electronic AC2708

ifm electronic AC2709

-  Pepperl + Fuchs

Pepperl + Fuchs AS-Interface PCB를 사용

하여 지능형 스위칭이 아닌 장치를 Actuator

Sensor Interface Network(AS-i)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입력/4출력 스위칭 기능을 제

공하면 AS-Interface 카드는 AS-Interface

네트워크의 전 기능과 혜택을 여전히 제공하

면서 개발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AS-Interface는 모듈에 전력을 공급하고 입

력 및 출력은 단락과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

있습니다. 감시장치 기능은 AS-Interface에서

통신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력 없이 출력을

전환합니다. Pepperl + Fuchs는 2개의 I/O

및 4개의 I/O 모델용 커넥터와 카드 크기를

사용자 주문화하여 특정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Pepperl+Fuchs VAA-4EA-CB-E/E2

AS-Interface 의 확장

시스템의 모든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AS-Interface는 Version 2.1에서 선택적으로

확장됩니다.

네트워크에 최대 62개의 슬레

이브를 갖는 AS-Interface

Version 2.1

  

바이너리 값의 전송과 같이

용이한 아날로그 값의 전송

  

주변 및 통신 장애간의 구

별

  

중요사항

- AS-Interface는 자동화의 가장 낮은 단계수

준에 대한 시스템으로 설치 및 사용이 용이하

고 PROFIBUS등 필드버스와 상호작동

- AS-Interface Version 2.1은 하위 호환성

이 있습니다. 즉, Version 2.1에 따르는 새 제

품 및 현재 제품은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오직 Version 2.1의 마스터만이

Version 2.1을 따르는 슬레이브의 모든 추가

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최대 62개의 슬레이브:

- AS-Interface Version 2.1

을 사용하여 하나의 네트워

크 내에서 최대 62개의 슬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슬레이브 어드레스



1 .... 31이 2 개의 슬레이브 각각에, 한 슬레

이브에는 "A" 그리고 한 슬레이브에는 "B"가

할당됩니다.

- 현재 제공되는 모든 슬레이브와 네트워크에

서 A-슬레이브로만 존재하는 Version 2.1에

맞는 슬레이브에 대해 5ms(최대)의 주기가

유지됩니다.

- 네트워크에서 A- 및 B-슬레이브로 존재하

는 슬레이브는 두 번째 주기 마다 poll 됩니

다. 따라서 이 슬레이브의 refresh time은 최

대 10ms입니다.

  

아날로그 값 전송:

- AS-Interface Version 2.1

로 아날로그 값을 전송하는

것은 바이너리 값의 전송만큼 간단 합니다.

- 또한, AS-Interface는 현재 아날로그 센서

및 액츄에이터를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한 가지 한계: 아날로그 값의 refresh time

은 바이너리 값보다 깁니다(통상적으로 16비

트 아날로그 값 당 7 마스터 주기).

  

주변 장애:

- Version 2.1 제품을 사용하

면 통신 장애뿐만 아니라 단

락, 과부하, 누락된 추가 전력 등과 같은 주변

장애에 대해 사용자 프로그램에 이를 알릴 수

(즉 이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날로그 값의 전송

AS Interface를 사용한 아날로그값의 전송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이

미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플리케

이션에서 아날로그값의 통합은 지금까지 바이

너리값에 대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이점에 있습니다.

작동 방식

AS Interface는 주기적 폴링을 갖는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입니다. 모든 슬레이브는 마

스터에 의해 순차적으로 호출되며 보통 출력

의 제어를 위해 4 비트 데이터를 받습니다.

각 슬레이브는 즉각적으로 4비트 입력 데이터

로 응답합니다. 이러한 구조(일정 데이터 구

조로 엄격히 시간에 기준한 시퀀스)가 이 시

스템의 단순성에 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입력 및 출력 데이터는 이중 포트 메모리에

임시적으로 저장되며 사용자 프로그램 및 마

스터 모두는 그들의 해당 주기로 여기에 액세

스합니다. 다른 기능과 함께, 이것은 마스터의

자체 구성을 허락합니다. 더 복합한 필드버스

와 대조적으로, 사용자는 AS Interface 마스

터 및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성 모드에서 마스터가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스템의 상세한 기

능을 거의 알 필요가 없으며 이는 가격 효과

적 설치 기술 외에 사용자가 갖는 중요한 또

다른 장점입니다.

4 비트 이상의 값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 시간

다중화(time multiplexing)가 이러한 시스템에

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값(예, 아날로그 값)은

송신측에 의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할됩니

다. 이 조각들은 하나씩 전송되며 수신기에

의해 재결합됩니다. 이 값이 센서 입력인지

또는 액츄에이터에 대한 출력 값인지에 따라,

슬레이브는 송신기 또는 수신기 중 하나이며



마스터는 반대 역할을 갖습니다. AS-

Interface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부분 메시지

의 전송은 몇 가지 연속적 주기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주기의 길이는 긴 메시지를 전송

해야 하는 슬레이브의 수에 독립적으로 유지

되며 바이너리 값의 refresh rhythm은 많은

아날로그 값이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경우에

도 일정하게(31개의 슬레이브의 경우 최대

5ms) 유지됩니다.

"분산된"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는 슬레이브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세부 사항까지 다루어

야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4 비

트 이상을 갖는 메시지의 분할은 지금까지 사

용자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었습니다(컨트롤러

가 사용되지 않는 한, 솔루션은 여기서 다루

어지지 않음). 이것은 다음의 3가지 결과를

의미합니다.

1.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전송의 처리를 사용

자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일부

PLC에서는 함수 블록이 이를 지원하였지

만 이 함수 블록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어드레스,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

채널의 수....). 이것은 항상 추가적인 시간

과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는 AS-

Interface 시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일종의 구성을 요구하

였습니다.

2. 아날로그 값의 전송 시간은 어플리케이션

의 주기에 의존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날로

그값의 전송시간은 거의 항상 AS

Interface 네트워크의 주기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수치에 이르렀

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시스템을 최적화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 AS Interface 네트워크가 필드버스의 하위

시스템으로 사용된 경우, 소위 컨트롤러가

사용되어서 어떤 부분 데이터도 필드버스

네트워크에서 전송되지 않도록 다중화를

구현했습니다.

Version 2.1의 향상된 사항

AS Interface Version 2.1 및 그에 따라 구성

된 슬레이브의 도입으로, 다중화의 조직을 마

스터로, 따라서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비동

기 인터페이스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어려움들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 아날로그 값 전송에 대한 옵션이 있는

V2.1에 따르는 마스터는 그들의 이중 포트

메모리에 아날로그 슬레이브의 입력 값을 항

상 보유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값이 필요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정보의 한 조각으로 받습니다. 액츄에이터의

경우 출력 값은 슬레이브 조각 단위의 전송을

관리하는 마스터로 그에 따라 넘겨집니다.

- 아날로그 값의 전송을 위해 정의되었던

Slave-profile S 7.3은 V2.1에 따르는 마스터

가 슬레이브를 "아날로그 슬레이브"로 인식하

고 설명된 대로 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AS Interface는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체 구성입니다.

- V.2.1에 따르는 커플러도 동일한 특징을 갖

습니다. 따라서, 필드버스를 상위 시스템으로

또는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

크에 대해 마찬가지로 설명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송 메커니즘

그림 1은16비트 값이 7개의 연속적 메시지로



분할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긴" 메시지가 AS

Interface에서 전송되는 다중화의 원리를 나

타냅니다. 전송은 첫 메시지로 초기화되고 센

서에 의해 그 순간 측정된 값은 "고정"되며

그림 1: AS Interface를 통해 아날로그 센서

값을 전송하는 메커니즘. 왼쪽에서 마스터가

호출하고 오른쪽에서 슬레이브가 응답합니다.

네 번째 비트가 제어 비트입니다.

응답은 채널 번호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는 이어지는 주기 동안 보내집니다. 각

Telegram이 마스터에 의해 요청되며 3개의

비트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Telegram으로,

전송의 잠재적 초과와 유효성을 나타내는 일

부 추가비트가 보내집니다. 데이터 비트 B16

은 부호를 부여합니다.

각 마스터와 슬레이브 Telegram의 네 번째

비트는 제어 비트입니다. 이 비트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버스 시스템

과 마찬가지로 AS Interface는 전송 에러를

방지해야 하고 처음에 메시지의 에러가 있는

경우 메시지의 반복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고정 알고리즘에 따라 교

환하는 제어 비트의 도입은 부분 데이터의 인

계를 동기화하고 반복의 경우 잘못된 해석을

막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완전히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단일 메시

지의 전송은 바이너리 데이터의 전송과 유사

하게 점검됩니다.

사용자는 이 절차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없고 다음 3가지 다른 기능이 더

중요하므로 숙지 바랍니다.

- Profile S 7.3을 사용하면 슬레이브

당 최대 4개의 아날로그 값(채널)을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전송 방법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값

의 전송을 위해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이중화하고 V.2.1의 또 다른 확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의 이론적 용량은 60개의 "바이너리" 슬레이

브에 더하여 4개의 아날로그 값(한 슬레이브

의), 그리고 추가적인 바이너리 값 없이

124(=31x4)개의 아날로그 값 사이입니다.

- profile S 7.3에서는 16 비트 값이 전송되며

각각  7개의 부분 Telegram이 필요합니다.

보통 슬레이브는 마스터 호출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전송

및 수신간에 전환을 위하여 마스터의 정지 중

수 ㎲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7개의 부분

Telegram은 아날로그값 당 7번의 마스터 주

기와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날

로그 값은 완전히 전송되고 제어 장치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에 다음 값이 단일-채

널 슬레이브 또는 다중-채널 슬레이브의 다

음 채널에서 poll 됩니다. 제어 장치는 마스터

에 비동기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가장 부적당한 경우를 가정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 값 2 x 7 주기(최대 70ms)의 고정

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값이 "아직" 도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어플리

케이션의 경우 이 값은 제한적이며 많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액츄에이터는 이 시간 후 새로운 값

을 받습니다.

- Profile S-7.4의 경우, 아날로그 센서 및 액

츄에이터는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들은 추가적으로 최대 219 바이트까지의 파

라미터를 얻습니다(예, 한계 값, 측정 범위의

전환 등에 대한 파라미터).

아날로그 센서

그림2는 아날로그 센서 요소로부터 제어 장치

로의 데이터 전송, 즉 아날로그 신호의 생성,

이의 취급, 전송 및 처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온도, 압력 또는 수준에 대한 오른쪽의

그림 2: AS Interface를 통한 아날로그 센서

및 데이터 전송의 구성도

센서 요소는 가변 저항기로 나타내었습니다.

센서 요소의 출력은 실제로 기타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 D/A 컨버터로 표시한 장치로 향합

니다. 장치에 따라, 측정 신호는 여기서 수정,

보정 및 스케일이 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D/A 블록은 지역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으며 분할을 부분 메시지로 넘겨받

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16 비

트 폭의 디지털 신호가 생성되어 개략도에 나

타낸 방식으로 AS Interface를 통해 마스터로

전송됩니다. 회로의 전원은 대부분의 경우

AS Interface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할 수 있

습니다. 아날로그 액츄에이터는 이에 따라 작

동하지만 추가적인 전원을 더 자주 필요로 합

니다.   

사용자를 위한 측면

이러한 향상으로, AS Interface를 통한 아날

로그 값의 전송은 바이너리 신호의 전송만큼

쉽습니다. 사용자는 상이한 명령("Get_Anal-

ogue_Value“ 또는 "Write_Analogue_Value“)

을 사용하여 마스터에 액세스하면 됩니다. 따

라서 사용자는 AS Interface를 사용하

여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단순

아날로그 장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시스템을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으

로 AS Interface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필드버스의

범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알려진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데이터 및 에너지는 2-와이어 케이블로 전

송됩니다.

- 설치는 여전히 전형적인 통찰력 있는 기술

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슬레이브는 상호 작동성이 있습니다.

- 시스템은 단순성을 유지하며 최소의 특정

노하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S Interface는 계속해서 가장 낮은 자동화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상위 필드버스로의 연결

은 항상 개방적입니다.



제 조 업 체 를 위한 측면

통합된 AS Interface 연결을 이용한 아날로그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개발은 현재 제조업체

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AS Interface는 가장 하위 필드수준에 대한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으며 자동화 장치 분야에

서 세계를 주도하는 제조업체가 이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아날로그 장치를

통합하기 위한 돌파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 AS Interface 기술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매

우 단순하며 가격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이

장치의 취급 및 안전은 주로 4-20mA 기술에

대응하며 한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센

서 또는 액츄에이터는 하나하나 배선할 필요

가 없고 다른 센서 및 액츄에이터와 함께 매

우 단순한 버스 구조에 연결된다는것입니다.

- AS Interface로의 커플링은 값비싼 전송기

회로를 대신합니다. 정교하게 설계하면 이는

종종 측정 센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독립적

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센서 또는 액츄에이터를 AS-

Interface에 직접 커플링하여 버스 기술의 모

든 장점(장치의 전원, 네트워크에서 기능의

진단, 센서 수준까지 감시, 궁극적으로 파라미

터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음)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슬레이브 자체의 발생 가능한 장애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별도로 표시(버전 2.1에서

부터 제공)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 refresh rates의 감소가 허용되는 경우, 하

나의 슬레이브를 통해 4개까지의 값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AS Interface는 상위 필드버스에 대한 경쟁

자가 아니며 단순한 센서 및 액츄에이터로 상

위 필드버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필드버스

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원격 I/O”를 통해

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AS-Interface는 모

든 필드버스에 대한 커플링에 개방적입니다.

아날로그장치 제조업체에 대해 그들이 통합

AS-Interface 장치를 개발할 때 모든 시스템

에 대하야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

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方식으로

제공됩니다.

작업의 안전개념 (The Safety at Work Concept)

AS-Interface는 예를 들어 , 비상시 작업종료 관

리와 같은 안전 지향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양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시스

템 고유의 단순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전 기

능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표준 구성

요소는 안전 지향 장치와 하나의 네트워크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전반적인) 안전

감시 및 안전 슬레이브의 도움으로 가능합니

다 . EN954-1에 따르는 안전 범주 4에  대한 어

플리케이션이 실현 가능합니다.

안전 버스 시스템

모든 버스 시스템은 정상 작동 모드에서 충분

한 안전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 요즘 안전

지향적 메시지는 보통 일반배선을 통해 전송

되고 안전을 보장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

용 가능한 버스 시스템은 이에 고유한 솔루션

으로 안전 기술을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AS-Interface의  경우 우선적인 작업 영역은 바

이너리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네트워킹이며

이것들은 종종 안전지향적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그 예로는 기계 스위치, 보호장치



감시 , 비상 중지 스위치 또는 '안전 영역 보호 '

또는 '안전 영역 침범 '을 나타내는 안전한 바

이너리 출력을 갖는 안전등막이 및 안전등 격

자와 같은 더 복잡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표준 어플리케이션에 정상적으로는 관련이 없

는 에러 소스는 안전 지향적 메시지를 전송하

는 경우 발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메시지의 내용이 생성되거나 처

리될 때 잘못이 있더라도 통신은 명백히 올바

른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버스 진단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슬레이브 하드웨어의 실패

- 인식되지 않은 Telegram 장애 또는 시스템

의 가용성 저하의 결과를 가져오는 전송의 교

란

- 잘못된 처리  또는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는

마스터  또는  높은  수준의  제어  장치(예 , PLC)

에서의 하드웨어 실패

안전 범주에 따라 , 다중 결함으로 인해 안전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 장치 어플리케이션에서 , 전체 데이터 체

인(전송 및 처리를 통한 메시지 생성에서 시

스템의 반응까지)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필

요합니다 . 가장 약한 연결이 체인의 신뢰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 또는 모든 연결에

추가적인 "연결"을 평행하게 삽입함으로써 얻

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때로 중복을 도입하고 중복 채널의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합니다. 그러면 동시

실패의 확률은 모든 단일 링크 실패의 확률의

곱이며 따라서 매우 낮은 수치에 이릅니다 .

분명  이 절차는 체인의 가장 약한 결합에서

시작합니다. 안전 기술을 사용하면 항상 구성

요소의 실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  이

것은 많은 구성 요소를 갖는 별도의 스위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험이 드러난 전통

적인 전송 방법의 경우 , 그  방법을 이중화하

거나 추가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현실화되었

습니다 (예 , 폐쇄 접촉 또는 배타적 OR 접촉으

로 바이어스 전류 감독)

중복을 사용하여 버스 제어 자동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경우 슬레이브(및 필요한 슬레이브

주소), 버스 구조 , 마스터 및 제어 장치의 이

중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증가하

게 됩니다 . 또 다른 대안은 버스 구조를 이중

화하는 것입니다 . 필드버스는 하드웨어의 중

복 없이 체인의 연결을 강화하는 식으로 데이

터 전송의 안전을 부분적으로 증가 시킵니다 .

안전  지향적  메시지를  위한  AS-Interface

‘작업 안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AS Interface의

작동  방식은  상이합니다. AS-Interface는  일차

적으로  주변의 바이너리 장치에  대해  사용되

기  때문에 , ”경고” 및  이에  의해  트리거되는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의  전원  차

단(일반적인  ”비상  정지  상황")이  안전  기술에

서  강조됩니다. 동시에, 에러  인식  및  수정  메

커니즘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가용성을  처음부

터  비차폐  선에  대해  설계해야 했기  때문에

AS-Interface는  데이터  전송이 이미  표준  솔루

션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에  도달했

다는  편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 따라서 , AS-

Interface 프로토콜은 안전  지향적 메시지를 위

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상에서 그리고  안전  모니터를 통해  전송

되는  동적  신호를 통해  요구되는  안전수치를

증가  시킵니다. 이  모니터는  안전  지향적  메

시지를  처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범용  요소  네

트워크로  도입됩니다. 이것은 마스터와 슬레

이브간의  데이터  소통량을  감시 , 안전  지향적

슬레이브의 메시지  추출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정지  기능을 트리거합니다 .

-  "경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되고 있는

경우(비상  정지  버튼의  누름 , 제한  스위치의

개방 , 안전등 커튼의  중단  등)

- 모니터가  어플리케이션 에러를  등록한  경우

(슬레이브, 메시지 전송  또는  처리의  결함).

이  개념에서 , 제어  장치  및  마스터는  안전  기

술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들은  특수한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표준  및  안전

지향적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토콜이 동일하기 때문에 , 둘  모두는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제조업체 독립적인 시스템이 제공

하는  상이한  마스터  개발  때문만  아니라 사용

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AS

Interface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림3 : 안전  지향적  기능을  갖는  AS-Interface

네트워크의 도식적  구성

- 구성  요소(마스터 , 커플러 , 전원 , 슬레이브 ,

중계  장치)의  사용가능한  스펙트럼은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의 안전  모니터 및  안

전  지향적  슬레이브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림  3)

- 표준  및  안전  지향적  구성  요소의  혼합  작

동이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 언제나  가능합니

다 .

-  기존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AS-Interface는  작업  안전의 경우에도 단순하

게  유지됩니다. 보통의 설치  및  역할  할당에

덧붙여 , 안전  모니터를 파라미터화하고 안전

점검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 슬레이브  및  모니터는  모든  안전  기

능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알려진 표준안전 기

술을  슬레이브의  기능 , 즉  메시지  생성에  대

해  사용합니다. AS Interface에  대한  커플링을

위해 , 예를  들어  슬레이브-IC 및  어드레스의

이중화를  갖는  중복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  모

니터가  감독하는  동적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한  표준

Telegram에  상반되게 , 안전  지향적  전송에서는

"경보"가  꺼져있는한  슬레이브의 응답

Telegram이  미리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계

속해서  변합니다 . 경보의  경우  일정한  응답이

보내집니다.

모니터는  초기화  이후

알고리즘을 인식하며

Telegram을  계속해서  점

검합니다 . 이것이  지켜지

는  한  모니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알

고리즘이  손상되거나 다른  에러가 인식되거나

입력의  경보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

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또



한  모니터는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재시작을

위해  사용자에게  진단  메시지를  지원합니다.

진단  메시지는 마스터를 통해  안전  지향적이

아닌  PLC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행  과정에

있고  제어  장치  및  마스터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 모니터는

기술된  위기  상황에서  명령권을  물려받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한  상태로 설정합니다 .

따라서 , 또  한번  모니터  자체는  그  전환  입력

을  포함하여  안전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동적  데이터  전송에  의해  점검할  수

없는  모든  부분에서  중복  방식으로  구성됩니

다 .

그림  4: 슬레이브  메시지는 미리  설정된 알고

리즘에  따라  "작업의 안전"에서  동적으로  변

경됩니다 . 안전  모니터는  저장과 전송이  올바

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EN 954-1에  따르는  안전  범주  4까지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독일  인증

단체인  TÜV 및  BIA (Berufsgenossenschaftliches

Institut für Arbeitssicherheit)에  의해  인증되었습

니다 . 모니터 및  안전  지향적 슬레이브의  개

발은  진행  중에  있고  개념  및  데모  프로젝트

는  Hanover Industrial Fair 99에서  발표되었습니

다 . 작업  안전에 대한  새로운 AS-Interface 표

준에  따르는  인증된  제품은 2000년  봄에  출시

되었습니다.

접지 연결 및 AS-Interface 네트워크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은 자동화 분야에

서 매우 중요하기에 안전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위험 전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 본의 아닌 작동을 방지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장비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일반적 방식의 안전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 기능 수행에 대

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접지"(보호접지)는 국제 표준에 사

용 가능한 조치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조치는 또한 장비의 제어에 대한 자동차 산업

의 등록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지“ 안전 조치에는 항상 어스 연결

이 필요합니다. 이 접지 연결은 장비를 제어

하기 위해 개별 구성 요소에 배선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노동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AS-Interface는 설치에 필요한 노력

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S-

Interface는 2 Wire 버스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한 고속 및 안전 설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접지"로 얻어



진 안전 수준은 다른 방식, 즉 접지 연결 없

는 방식이 가능해야 한다.

  

작업자가 고전압 접근방지 조치

직접 및 간접접촉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PELV-System(IEC 364-4-41:

Protective Extra Low Voltage)같은 규정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PELV 보호 조치는 또

한 전원이 네트워크를 주 전원공급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접지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전원을

PELV 전원으로 사

용하여 사람이 보호

됨을 보장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접지

연결은 필요하지 않

습니다.

여하튼,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격리"가 존재하

고 추가 전원이 최대 25V AC 또는 60V DC

로 제한된다는 것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N 60204에 의하면, 오작동 또는 장비동작

정지 불가능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한 상황의 원인에는 접지연결의 불량 또는 입

력 신호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두개의 절연 결함이

제어 회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접지연결의 위치에 따라 비상 정지 회로

가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N60204가 제공한

가능성 중 하나는 제어 회로를 보호접지 시스

템(한쪽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접지에 연결

하는데 있어서의 각 절연 결함은 보호 접지

시스템에 단락을 초래하여 추가 전원의 퓨즈

를 끊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

그림 5: 일반적인 배선 논리 제어 시스템의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IW)(원리상)

에 대한 안전 보호를 제공합니다.

표준에서는 추가적인 가능성으로 절연 감시

시스템을 명시합니다. 절연 감시 시스템은 접

지에 대한 단락을 보여주거나 또는 접지에 단

락 후 자동으로 제어 회로를 차단합니다.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은 또한 접지에 대한

단락에 근거하는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호는 컨트롤러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할 수 있고 손상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AS-Interface 네트워크에서의 조치

AS-Interface 네트워크에서 액츄에이터는

AS-Interface 자체로부터 또는 외부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다른 보호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츄에이터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AS-

Interface Network로 제어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 비상 정지 회로는 안전의 이유로 릴레

이와 분리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장비 안전의 의미에서 접지와의 단락과 연결

그림 6: 추가적인 외부 전력 없는 AS-

Interface Network의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

(원리상)

된 문제는 일반 설치가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AS-

Interface 시스템에서 와이어 중 하나를 보호

전도체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에 따라, 여기서 다시 가능한 해

결책은 추가적인 외부 전력 없는 AS-

Interface Network의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

입니다.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은 또한 슬레이브의 입

력에서 접지 결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

응 시간은 5 ms이하입니다.

참고: 보호 전도체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경우

퓨즈의 반응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컨트롤

러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츄에이터용으로 추가적인 외부 전력을 사용

하고 있는 경우

보조 전력으로

보호 전도체 시

스템을 사용하

는 것이 현재까

지 가능합니다

(그림 6)

그러나 단순한

설치 기술을 갖

는 AS-

Interface와 같

은 종류의 케이

블을 사용하려

는 경우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의 비상 정지를

위해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을 갖는 추가적인

회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림 7)

요약

장비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 별도의 접지 연결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

습니다. 더욱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설



치 비용을 줄이는 대체 해결책이 여전히 요구

되는 안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는 시

그림 7: AS-Interface Network에서 보조 전

력의 접지 보호(원리상)

그림 8: 추가적인 외부 전력을 갖는 AS-

Interface Network의 접지 결함 감시 시스템

(원리상)

스템 엔지니어의 직무입니다. 엔지니어는 두

말할 필요 없이 경제적이고 표준에 합당한 해

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시간 환경에서의 AS-In ter face

본 내용에서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중요한 세가지 측면, 즉 연결성, 주기 및 가용

성을 기술합니다.

연결

AS-Interface는 첫 제어 수준에 연결하는 두

가지 확실히 구분되는 방식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은 직접 연결입니다

그림 2: 제어에 연결하는 두 가지 방식: AS-

Interface 직접(왼쪽) 또는 fieldbus를 통해

연결(오른쪽)

(그림 2 왼쪽) 이 경우, 시스템의 마스터는

PLC 또는 PC의 일부로서 자신의 주기로 작

동합니다. AS-Interface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PLC 또는 PC 생산자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마스터가 존

재하며 몇 가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커플러를 통해 AS-Interface

를 더 높은 필드버스에 연결하고 이것을 하위

시스템으로 사용하

는 것입니다(그림

2 오른쪽). 이 경

우, AS-Interface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는 필드버스

의 한 노드에서 처

리되며 이것은 더

높은 필드버스의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위에 놓여있

는 호스트에 연결

됩니다.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은 특정 필드버스에 대해 변함

없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주기 및 두 시스템

·바이너리 센서와 액츄에이터 및 단순 아날로그 요소에 대한 최적화 시스템

·주기적 폴링을 갖는 마스터-슬레이브 원리

·네트워크의 3가지 구조

·데이터 및 에너지를 하나의 비차폐 2와이어 케이블로

·통찰력 있는 기술을 이용한 접점용 플랫 케이블

·일반적인 센서 및 액츄에이터를 위한 원격 I/O 모듈

·자체 AS-Interface 기능을 갖는 통합 슬레이브

·슬레이브에 통신 SW 없음, 자체 구성 마스터에 펌웨어만 존재

·사용자 혜택: 낮은 경비, 간단한 설치, 용이한 조작,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산업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 많은 생산자 및 제품을 갖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시스템

그림 1. : AS-Interface의 기본 특징



의 조합 가용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AS-Interface는 확실히 이러한 방식의 솔루

션에 개방적이며 PROFIBUS, Interbus, FIP,

DeviceNet, CAN 및 기타(예, LON, Fieldbus

Foundation) 개발 중에 있는 대부분의 알려

진 더 높은 필드버스에 대한 커플러를 제공합

니다.

트리 구조와 함께 AS-Interface는 자동화 분

야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가장 유연성 있

는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기

AS-Interface는 주기적 폴링을 갖는 단일 마

스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모든 슬레이브는

한정된 시간으로 어드레스 됩니다. 31개의 슬

레이브를 갖는 완전한 네트워크의 경우, 주기

는 5ms입니다. 슬레이브가 적어지면 주기도

짧아집니다(슬레이브가 매우 적은 경우 주기

가 500µs 이하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4 비

트 이상을 갖는 아날로그 데이터는 그 길이에

따라 몇 주기를 필요로 하지만 바이너리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 대한 기본 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기는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에서

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며 심지어 한번의 반복

을 포함합니다(다음 참고). 호스트와의 데이터

교환은 각 주기의 끝에서 프로세스 I/O 이미

지를 통해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며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의 이중 포트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제어 장치로의 직접 연결에 대해 추가

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비동기 연결이며 실

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및 컨트롤러

모두의 주기가 한정될 수 있지만 많은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것은 충분히 짧습

니다.

가용성

이 맥락에서의 가용성은 시스템이 모든 지정

된 조건 및 특히 심각한 전자기 노이즈하에서

안정성 있는 데이터 및 진단 값을 제때에 연

속적으로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전자기 노이즈 또는 기타 장애가 데이터의

안정성을 방해할 수 있는가?

- 장애 전송의 수정을 위해 시간이 얼마나 필

요한가?

- 이러한 장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이것

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해답:

1) AS-Interface의 장점 중 몇 가지는 데이터

및 에너지의 매개로 사용하는 비차폐 2 wire

케이블의 사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은

지금까지 산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위

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으며 결과

적으로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시스템은 동작하고(floating) 있기에 각 슬레

이브는 매우 대칭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 모드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

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슬레이브

및 마스터에서 6개의 독

립 기능을 통해 탐지된

각 데이터 Telegram의

발생 가능한 전송 에러를

점검합니다.

AS-Interface는 어떤 전

송에서도 모든 단일 및

이중 에러를 100% 의 확실성으로 그리고 모

든 3중 및 4중 오류를 99.999%의 확실성으

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Telegram의 길이가 14 비트 이상이 아

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높은 수

준의 안정성입니다(이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Hamming

Distance”를 사용합니다. 원리적 이유로 HD-

값의 일반적 정의에 따라 이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값이 재구성된

Telegram에 있는 탐지 가능한 장애의 수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

은 Telegram의 길이(다중 장애의 발생 가능

성과 상호연관) 또는 장애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어느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설명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 구조는 슬레이브의 “지능적” 특징

(예, 자체 진단 또는 과열, 추가 전원의 누락

등과 같은 요소 자체의 몇 가지 장애 탐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인 상

태 비트(그림 3의 D1 또는 D2)에 의해 즉시

신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버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기능(네트워크의

진단 같이)입니다. 그러나 AS-Interface IC는

원격 I/O 지점(이를 모듈이라 부름)에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도 경

그림 3: 전자기 노이즈 또는 슬레이브에서의

갑작스러운 장애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안

정성이 가용성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AS-

Interface는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

제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림은 “지능적”

슬레이브 설계의 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

결의 말단까지 시스템의 진단 기능을 전부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장애는 즉각

신호화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시간 시스

템에서 중요한 장점).

2) 전송 장애의 경우, AS-Interface에서 오직

한 쌍의 Telegram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및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만 반복되면 됩니다. 이

것은 필요한 경우 각 순환의 끝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의 반복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

한 주기에 포함시켜서 겨우 150 µs밖에 걸리

지 않습니다.

이 반복 중 그리고 이어지는 두 주기 중 다시

장애가 있는 경우, “구성 에러”가 발생하고 호

스트에 전송되어 필요한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누락된 슬레이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AS-Interface 네트워크는 개별 슬레

이브까지 완전히 감시합니다.



3)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안전한” 시스템(모

든 가능한 장애를 탐지한다는 의미에서)이더

라도 이것이 대량의 반복으로 또는 비정상적

으로 높은 노이즈 펄스 후 심지어 정전에 의

해 시스템을 막아버리는 경우 이 시스템은 신

뢰할 수 없습니다. AS-Interface의 사양은 두

가지 조건을 시스템에 부과하며, 이 또한 인

증 테스트의 일부입니다.

극심한 전자기 노이즈 조건(IEC 1000에 따르

는 수준 3) 하에서 시스템은 최대 주기 당 한

번의 반복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적으

로 성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기능을 그 허용

한계(언급한 주기!) 내에 유지합니다.

휠씬 높은 노이즈 수준(집중 테스트에서

2kV)에서 시스템은 잠시 작동을 중지할 수

있으나 노이즈가 제거된 후 즉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저장 데이터를 포

함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소실된” 슬레이브(3

주기 중 응답 없음)는 자동적으로 다시 수용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인증 과정에서 테스트되면 대부

분의 구성 요소는 허용된 것보다 훨씬 적은

반복을 갖는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테스트한

구성 요소의 약 50%가 1kV 및 때로 2kV 하

에서 천만 Telegram에서 전혀 반복을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AS-

Interface의 가용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AS-Interface의 세 가지 특성(연결성,

주기 및 가용성)에 대한 논의는 주기가 특정

경우의 한계 내에 있는 경우, 시스템이 대부

분의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만족시키

기에 매우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AS-Interface가 노이

즈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AS-Interface는 용접기계, 근 주파수 변환기

에서 그리고 슬라이딩 링 시스템에서 전송(에

너지 전송 포함)을 위해 이상 없이 사용되었

습니다.

EMC-안전 및 HD-값

차폐되지 않은 케이블에서의 전력 및 데이터

전송시 필연적으로 EMC 문제를 일으키지 않

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S-Interface는 이를 위해

몇 가지 안전 메커니즘이 시스템으로 통합되

는 특수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의 수신기가 각 Telegram에서 발생

가능한 에러를 점검하고 분산 Telegram이 자

동으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다중 에러의 경우에도 에러 인식의 신뢰도

가 매우 높게 유지됩니다(하나의 Telegram에

서 1 및 2개의 경우 100%, 3 및 4개의 경우

99.999%).

2. 반복되는 동작시 시스템의 가용성이 안전

하게 유지됩니다.

- 전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반복

에는 단일 Telegram처럼 단지 150µs의 추가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 강한 간섭의 경우에도 에러가 매우 적습니

다

어떤 사람들은 AS-Interface가 HD=2의

Hamming distance만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1. 재구성된 Telegram에 CRC-점검은 없고

"단지" 하나의 패리티 비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테스트라면

AS-Interface는 실제로 HD=2를 가질 것입니

다. 실제로, 신호는 Telegram 재구성 전의

휠씬 더 강도 높은 테스트에 기인합니다. 패

리티 테스트는 6개의 서로 다른 단계 중 하나

에 지나지 않습니다.

2. Hamming Distance는 버스 시스템의 보안

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AS-Interface Telegram이 매우 짧고 따라서

다중 에러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

은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HD-값은 반복의 길이를 설명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 트리거

되는 반복 수 그리고 반복이 발생하는 방해

수준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amming

Distance는 시스템의 가용성에 관해 어떤 것

도 의미할 수 없습니다.

반복주기가 에러에 의해 트리거되는 경우, 주

기가 150 µs만큼 확장되면 이는 5ms의 주기

와 비교해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시간입니

다. 규정에서는 심지어 1000V의 버스 테스트

에서도 주기 당 하나의 반복을 명확히 허락하

고 있습니다.

[더 특정적으로는 : AS-Interface의 사양에는

"명기된 주기"에 대한 계산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침에는 하나의 반복에 필요한 시

간의 양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기 당 하나

의 반복은 사양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반면 이

는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산된 주기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뜻, 주기 당 하나의 에러에서 경계 값을 설

정하는 것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기 중 정말로 하나의 간섭이 발생(하나의

반복과 동등)하는 경우에도 AS-Interface는

여전히 매우 안전합니다. 이론적 분석으로 보

면 일정한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속도로 에러

가 발생하면 Telegram이 에러를 발견하지 못

한 결함이 있는 Telegram을 찾기 위해서는

수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S-

Interface는 높은 보안 조치 및 짧은

Telegram으로 인해 주기 당 반복을 하나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명된 한계 값(주기 당 1 반복)은 1000V,

최소 1,000,000 마스터 호출로 IEC 1000에

따르는 burst 테스트 중에서 시험됩니다. 허

용된 1600 반복대신,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이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기타 구성 요소

는 매우 적은 반복만을 나타내었습니다(보통

>10, 50이상은 거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구

성 요소는 사용 조건보다 훨씬 훌륭하게 작동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슬레이브, 마스터 및

전원에도 유효합니다. 일부 구성 요소는 심지

어 2000V의 burst 테스트에서도 기술된 사양

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AS-Interface는 데이터의 보안과

가용성의 측면에서 다른 시스템에 필적하며

산업에서의 사용을 위한 모든 요구 조건을 만

족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