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PROFIBUS Analyzer FMS/DP Schematic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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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s Analyzer FMS/DP

PROFIBUS 인터페이스 개발 및 네트워크 운

영시 다양한 에러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므로 PROFIBUS 시스템의 관

리 및 제어를 위해 Bus Analyzer FMS/DP같

은 강력한 진단도구가 필요하다. Bus

Analyzer FMS/DP는 버스 통신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모니터로 사용자가 버스통신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Bus Analyzer FMS/DP는 버스활동을 감시

하는 것만이 아닌 총계에 의한 해석기능도

제공하는 Softing사의 Bus Analyzer FMS/DP

는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자를 지원하

고 있다.

    

- PROFIBUS 네트워크 설계 및 설치

- 버스 통신이상 기록(기록되는 파일크기는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필터 및 제동장치의 설정

- 에러 관리

특징특징특징특징

Bus Analyzer FMS/DP는 자동적으로 버스상

의 비트율을 검사하며, 정교한 하드웨어 구

성에 의하여 최대 전송속도 12Mbit/s가 지원

되고 있다

- Data는 하드웨어에 의해 수신되는 즉시 필

터링 된다.

- 소프트웨어 필터에 따라 기록 후 특정 프

레임이 선택된다.

필터 하드웨어는 비트에러, 슬립에러, UART

포맷에러로 인한 버스상의 다른 형태의 장

애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외의 주요한 특징으로 레코더 이벤트 및

동형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Trigger 모듈이

있다. 사용자 정의 이벤트 수신 시에 실행되

는 동작의 서열을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6

가지 기능상태 감시가 가능하

다.

외부 Trigger 접속에 따라 사용

자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레

코더를 작동할 수 있으며, 사

용자정의 이벤트 발생시 TTL

신호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

다.

PROFIBUS Analyzer
FMS/DP Schematic Window
좌측그림은 현재 동작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써  Data  흐름이

Analyzer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필터링

구조를 통과하는 모습을 화면에 나타내고

있다.

기능기능기능기능

Bus Analyzer FMS/DP는 두 개의 조건모드로

써 버스 통신이상의 기록 및 해석을 처리하

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모드모드모드모드

이 모드는 분석기가 버스상의 신호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온라인 해석

은 주로 Data의 표시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상의 어떤 디바이스가 사

용 가능한가, Data 해석을 위한 HISTOGRA-

M, STATISTICS, ERRORS, WATCH에 의해

어떤 기능이 사용가능 한가를 체크 하는

LIVE LIST를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것들의 기능은 오프라인 Data 해석을 위

한 기능과 비슷하며, 장기간의 버스통신 해

석을 위해서 사용자는 하드웨어 필터 및 제

동장치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 - - - 오프라인모드오프라인모드오프라인모드오프라인모드

오프라인모드에서 Bus Analyzer FMS/DP는

사전에 기록된 데이터 파일의 상세한 해석

을 시행한다. Bus Analyzer FMS/DP는 프레

임의 정보를 복수로 선택된 Layer 또는 표

시모드(FMS, LLI, FDL, DP, HEX)에 의해

정보를 표시하며, 소프트웨어필터를 추가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FILTER 에디터에디터에디터에디터

이 에디터에 따라 사용자는 필터정의를 작

성 및 수정해서 파일에 보존할 수 있으며,

이 필터정의는 최고 16가지 상태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각 조건을 따로따로 작동할

수 있고, CONDITION 에디터를 사용해서 정

의할 수 있다.

   

TRIGGER 에디터에디터에디터에디터

이 에디터에 의해 사용자는 복잡한 Trigger

를 정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 Trigger는 최고

16가지 상태의 State Machine을 정의할 수 있

다. 이 State Machine은 프레임 수신시에 실

행된다.

Trigger 조건은 CONDITION 에디터를 사용

해서 정의할 수 있다.



    

CONDITION 에디터에디터에디터에디터

이 에디테에 따라서 사용자는 필터조건 또

는 Trigger 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각 조건

은 최고16가지의 서브 조건을 포함할 수 있

고, 대응하는 기호파일을 바꿈으로써 완전하

게 사용자 정의 조건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처럼 프로토콜 Data 및 사용자 Data

에 관해서 비트레벨까지 내려서 필터링 및

Trigering이 가능하다.

Data 해석해석해석해석

Bus Analyzer FMS/DP는 다음과 같은 Data 해

석을 위한 정교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HISTOGRAM
프레임 포맷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

-STATISTICS
버스부하 전체를 표시

-ERRORS
물리적인 에러 및 구문에러의 통계리스트를

표시

-WATCH
버스상에서 전송된 PROFIBUS FMS 대상 시

점에 있는 값을 표시

그 외의 응용 WATCH 윈도우의 Data를 MS-

Windows DDE 구조에서 간단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

더불어 Bus Analyzer FMS/DP는 메시지교환

의 관찰 및 검사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하드웨어는 16비트 harf 사이즈 ISA 슬롯을

필요로 하며, MAU를 탑재하고 물리 필드버

스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MAU는 표준

PROFIBUS - SUB9핀 메스 연결자를 중재해

PROFIBUS RS-485케이블과 접속되며, 호스

트 컴퓨터와 외부 제동장치 연결자 CN2는

TTL신호를 제공한다.

FDL(Fieldbus Data LInk Layer), LLI(Lower

Layer Interface), FMS(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 또는 DP(Decentralized

Periphery)층에 관해서 간단한 Hexa 표시에

서 역으로 어셈블리된 Data의 표시에 도달

할 때까지 다양한 표시가 가능하다. 게다가

타임데이터를 절대시간 또는 상대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ASCII 포



맷으로 보존되어 어떤 역 어셈블러 레벨에

서도 표시 및 인쇄가 가능하다.

기술기술기술기술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필요필요필요필요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구성구성구성구성
- IBM PC/AT또는 호환기

- CPU 80486

- 66MHz

- RAM 8MB

- SVGA 디스플레이

- 마우스

- MS-Windows 3.1

- MS-DOS 6x 경영시스템

공급공급공급공급 항목항목항목항목
- PROFI-MON-HW-12: 통합된 필터하드웨어

 를 갖춘 PC/AT인터페이스

- PROFI-MON-WIN:

 해석소프트웨어(플로피디스크)

 경영 안내서

 개인 사용자 허가증

2. PROFIboard

PROFIBUS Interface for PC/AT's

PROFIBUS는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

필드버스 이다. EN 50 170 part2를 완전준용

하고 있는 PROFIBUS는, 오늘날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PROFIBUS를 구성하는 2개의 주요 구성요

소는 PROFIBUS-FMS(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과 PROFIBUS-DP(Decentralized

Periphery)이다.  PROFIBUS-FMS 는 고차원

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PROFIBUS-DP는

고속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PROFIboard는 PC Based 시스템과

UNIT PC보드, 쇼트AT포맷
CPU 마이크로프로세서

INTEL i9605
지원 PC
인터럽트

3, 5, 10, 11, 12, 13

물리

인터페이스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있는
RS-485

접속형태 D-SUB 9핀 메스

접속 핀 EN 50 170 part2에 준거

하드웨어

 구성
I/O어드레스는 보드상의 스위치
에 설정. 그 외 설정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전원 ＋5V (±5%), 표준 1.0 (2A max)

운영환경온

도

0˜55℃

보존

환경온도

-20℃ - 70℃

Baudrate 9.6, 19.2, 93.75, 187.5, 500 Kbit/s
1.5, 3, 6, 12 Mbit/s

PROFIBUS
서비스

FMS클라이언트 및 서버, DP마스
터 CLASS 1 및 CLASS 2, FDL접
속, 관리 서비스



PROFIBUS 네트워크를 통합시키는 고성능

인터페이스로써 Softing사의 PROFIboard는

다음과 같은 연산 모드를 지원한다.

- FMS마스터 또한 슬레이브

- DP마스터 class1 및 class2

- 데이터 연결층 접속(FDL)

기능기능기능기능

PROFIboard는 EN 50 170 part2에 명기 되어

있는 것처럼 1계층, 2계층, 7계층의 완전한

PROFIBUS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정교한

ASIC(ASPC2TM, SPC3TM)는 낮은 단계의

연산을 처리하고, 최고 전송속도 12Mbaud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PROFIboard에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RS-485 트랜시버가 설치되어있고, D-SUB 9

핀 집단 연결자로 PROFIBUS케이블과 접속

할 수 있고 SAB-C165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되어 탁월한 통신능력을 보장한다.

어플리케이션은 64K바이트의 듀얼 포트

RAM을 사용해서 PROFIBUS에 접근하고,

페이징 구조에 의해 PC내에서 단지 16K 바

이트의 메모리만을 차지한다.

사용하기 쉬운 응용 인터페이스에는 옵션으

로 Windows NT드라이버가 있고, MS-DOS,

Windows 16비트 DDL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다.

또한 Softing사는 PROFIBUS 통신을

SCADA(Supervisory and Data Acquisition)패키

지, MMI(Man-Machine Interface)패키지, 구성

패키지, 프로그래밍 패키지에 의해 표준 응

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간단하게 통합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으로 DDE서버와 다양

한 드라이버를 갖추고 있다.

기술기술기술기술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필요필요필요필요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및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IBM PC/AT 또는 호환성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PROFIboard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하드웨어

유니트 ISA PC보드, 쇼트AT포멧

CPU 마이크로프로세서 Siemens SAB-
C165

메모리 폼웨어 업데이트용 512Kbyte 플래
시 메모리, 통신 대상용 512Kbyte
SRAM, 16Kbyte 듀얼 포트 RAM

지원 PC
인터럽트

5, 10, 11, 12, 15

PROFIBUS
ASIC

Siemens ASPC2 & SPC3

물리적

인터페이스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RS-485

접속 형태 D-SUB 9핀 메스

접속 핀 EN 50 170 part2에 준거

하드웨어의

구성

I/O 주소는 보드상의 스위치에 의
해 설정. 그 외의 설정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서.

전원 +5V (±5%). 표준 700mA

운전환경

온도

0~55

보존환경

온도

-20  ~ 70

Baudrate 9.6Kbit/s ~ 12M bit/s

                 펌웨어

PROFIBUS
서비스

FMS클라이언트 & 서버, DP 마스
터 Class1 & 2, FDL 접속, 관리 서
비스



필요하다.

  

옵션옵션옵션옵션 1 : PROFI-DMK-NT

- POFIBUS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PAPI) 및 PAPI 사용자 매뉴얼(영어)

- 데모 프로그램

- Windows NT 드라이버

옵션옵션옵션옵션 2 : PROFI-DMK-3

- Windows(16비트) 또는 MS-DOS PROFIBUS

 프로그래밍 및 DDL용 PROFIBUS 응용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PAPI)

- 데모 프로그램

- PAPI 사용자 매뉴얼(영어)

옵션옵션옵션옵션 3 : Windows(16비트비트비트비트)및및및및 Windows NT용용용용

DDE서버서버서버서버

- FMS 클라이언트

- DP마스터 Class1

- S5-95U, S7-300을 위한 기능 블럭, 기호 구

 성 매니저

3. PROFIcard

PROFIBUS interface for PCMCIA

노트북에 설치되는 PCMCIA슬롯은

PROFIBUS PCMCIA 인터페이스와 함께

PROFIBUS 구성 및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

랫폼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Softing사의 PROFIcard는 다음과 같은 작동

모드를 지원한다.

- FMS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모드

- DP 마스터 Class1 및 Class2 모드

- 데이터 연결층 접속(FDL) 모드

기능기능기능기능

PROFIcard는 EN 50 170 part2에 명기 되어 있

는 FMS 및 DP를 위해 완성된 PROFIBUS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D-

SUB 9핀으로 연결된다.

SAB-C165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신

뢰성 있는 통신이 보장되고 PROFIBUS

ASIC ASPC2가 2계층의 중요부분(예: 프레임

의 식별 및 평가)을 최대 전송 속도 12Mbit/s

로 처리가 가능하다.

물리적인 버스 커넥션으로서 PROFIcard는

전기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RS-485인터페이

스와 D-SUB 9핀 연결자를 갖추고 있다.

호스트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은 16K바이

트의 듀얼포트 RAM(DPRAM)을 사용해서

처리한다.

이외에 PROFIBUS FMS/DP Protocol

Software와 DP Configurator 등의 응용제품

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