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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MENS 

    

소개소개소개소개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은 경제적이고 유연한 제작 

방법을 채택하는 것뿐이다. 경제적이고 

유연한 생산에 필요한 요소로는 분산 자동화 

구조가 있고 필요한 정보 흐름은 근거리 

네트워크(LAN)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시스템 

을 서로 연결하면 확보할 수 있다. 산업용 

통신 분야에서 국제 및 국내 표준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모든 자동화 계층 

레벨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DP DP DP DP 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    

 

PROFIBUS-DP 필드버스는 응답속도가 빨라 야 

하고 디바이스가 많더라도 교환되는 데이 

터의 양이 비교적 적게 교환될 수 있는 필드 

레벨에 적합하다. 

PROFIBUS-DP는 개방형 필드버스 시스템이 며 

유럽 및 국제 표준과 동일하며 또한 프로세스 

자동화용 필드버스인 PROFIBUS-PA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특징특징특징특징    

 

PROFIBUS-DP 필드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럽 표준 EN 50 170, Volume 2와 동일 

----    IEC 61158-3, Ed. 2와 동일 

----    필드버스 컴포넌트 범위가 넓다. 

----    두가닥 통신선 또는 광섬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    유연한 모듈러 자동화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다. 

----    액츄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 

----    배선 부분의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    버스 세그먼트 당 32개까지 최대 125개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다. 

----    12 Mbit/s까지의 빠른 전송 속도로 응답 

시간이 짧다. 

----    23.8 km(14.7마일)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    ASIC과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해서 장치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 

----    PROFIBUS-DP는 “Totally Integrated  

 Automation”시스템이다. 

----    앞서가는 PLC 기업은 PROFIBUS-DP를 필드  

레벨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인식하고 있다. 

 

ASICASICASICASIC와와와와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PROFIBUS-DP 필드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는 

개방되어 있다. 다음에 설명된 ASIC과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Third party 



vendor들은 PROFIBUS-DP에 장치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인터페이 

스를 구비할 수 있다. 

 

기능적 요구(마스터 기능 및 단순하고 

지능적인 슬레이브 스테이션)에 따라 다양한 

ASIC와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이어진다.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DP, PROFIBUSDP, PROFIBUSDP, PROFIBUSDP, PROFIBUS----PA PA PA PA 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필드버스 
 

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Application    

 

PROFIBUS는 필드와 셀 영역에 사용되는 네트 

워크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음 세가지 주요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    PROFIBUS-DP 

----    PROFIBUS-FMS 

----    PROFIBUS-PA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DPDPDPDP    

 

PROFIBUS-DP 필드버스의 특징은 소량의 데이 

터가 고속으로 전달되는 통신방식이며, 시스 

템 가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DP 프로 

토콜 변형이 적용된 EN 50 170 표준, Volume 

2를 따른다. PROFIBUS-DP는 PROFIBUS-PA의 기 

본이 되기도 한다.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FMSFMSFMSFMS    

 

PROFIBUS-FMS는 셀 레벨에서의 복잡한 통신 

을 위해 설계되었다.여기서는 FMS 프로토콜 

변형이 적용된 EN 50 170 표준, Volume 2를 

따른다. 

그림 1 : PROFIBUS DP/PA의 일반적인 구성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PAPAPAPA    

 

PROFIBUS-PA는 프로세서 자동화의 PROFIBUS 

버전이다. PROFIBUS-PA는 EN 50170 표준 

개정안 2를 따르고 IEC 1158-2에 명시된 전송 

기술을 적용하였기에 해당 전송 프로세스는 

intrinsically safe application에 사용된다. 

PROFIBUS-PA와 PROFIBUS-DP의 통신 프로토콜 

은 서로 같다. 즉 

PROFIBUS-DP 통신 프로토콜 + IEC 1158-2 

전송 기술 = PROFIBUS-PA 

 

DesignDesignDesignDesign    

 

PROFIBUS-DP는 Active bus에 해당 되는것과 

Passive bus에 해당되는 것 경우가 서로 다르 

다. 

 

Active Nodes Active Nodes Active Nodes Active Nodes ((((MastersMastersMastersMasters))))    

    

----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예: S7-300/S7-400 ; M7-300/M7-400) 

----    PC기반 제어 시스템(예: WinAC) 

----    SIMATIC 프로그래밍 장치와 PC 

----    HMI 장치 

----    머신 컨트롤러(예: SINUMERIK) 

----    제어 시스템(예: SIMADYN) 

----    Third-party PLC 

 

Passive nodesPassive nodesPassive nodesPassive nodes ( ( ( (SlavesSlavesSlavesSlaves))))    

    

----    분산 I/O 스테이션 (SIMATIC ET 200) 

----    컨트롤러(예 : S7-200 S7-300, S5-95U/DP) 

----    드라이브나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단위와  

같은 필드 장치 

----    프로세스 기술 필드 장치(예 : SITRANS) 

----    Third-party field device 

PROFIBUS-DP 필드버스는 두 가닥 케이블이나 

광섬유 또는 복합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작동작동작동작동    모드모드모드모드    

 

네트워크내의 노드는 전송 매체를 공유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Access 

를 제어해야 한다. PROFIBUS-DP는 Active 

node만이 네트워크에 대한 Access 권한을 

갖는 “Master/Slave 토큰전달” 액세스 방법 

에 따라 작동한다. 액세스 권한은 하나의 

Master에서 다른 Master로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송요청이 없는 경우 

에는 토큰을 다음 마스터로 전달한다. 

Passive bus node는 지정된 Master module 

에서 직접 polling 한다.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DP/PROFIBUSDP/PROFIBUSDP/PROFIBUSDP/PROFIBUS----PAPAPAPA용용용용 Open Interface Open Interface Open Interface Open Interface    

 

일반적인 표준 컴포넌트를 사용해서는 짧은 

응답시간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통신 성능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PROFIBUS-

DP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고성능 ASIC 몇 

가지를 개발했다. 이런 ASIC은 통신의 주요 

부분을 담당한다. Master와 Slave 어플리케 

이션에 공급되는 인터페이스 모듈은 이런 

ASIC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Integration Integration Integration Integration 센터센터센터센터    

 

통합센터에서는 개발전과 도중 또는  필요한 

통합테스트 수행 중에 필요한 조언을 통해 

필드장치 판매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ASIC과 

인터페이스, 개발키트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도 제공한다. 통합센터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PROFIBUS Schnittstellencenter 

COMDec W�rzburger Str. 121 

D-90766 F�rth, Germany 

전화: 0911/750-2080 Fax: -21 00 

Mailbox : 0911/737-972. 

E-Mail: COMDEC@fthw.siemens.de 

 

PROFIBUS Integration Center 

3000 Bill Garland Road 

Johnson City, TN 37605-1255, USA 

전화: (423)-461-2576, Fax. -2016 

Mailbox : (423)-461-2751 

E-Mail: profibus.center@sea.siemens.com 

 

PROFIBUS PROFIBUS PROFIBUS PROFIBUS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조직조직조직조직    

 

PROFIBUS 제품의 사용자와 제조 업체를 대표 

하는 PROFIBUS 사용자 조직(PNO)에는 공동작 

업과 정보교환을 위한 플랫폼이 구비되어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PROFIBUS 사용자 조직(PNO) 

Haid-und-Neu-Straße 7 D-76131 Karlsruhe 

Germany  팩스: 0721/96 58 589 

www.profibus.com 

 

    

PROFIBUSPROFIBUSPROFIBUSPROFIBUS----ASICASICASICASIC    개요개요개요개요    

    

응용응용응용응용    

 

PROFIBUS ASIC을 사용하면 PROFIBUS 필드버 

스에 다른 회사 컴포넌트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다. PROFIBUS-DP의 빠른 응답 시간을 

얻기 위해 필요한 12Mbit/s까지의 전송 

속도는 이러한 ASIC을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 

여러 기능적인 요구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ASIC을 사용할 수 있다. 

 

Master Master Master Master ASICASICASICASIC    

 

ASPC 2(Advanced Siemens PROFIBUS 

Controller)는 Master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지능형 통신 칩으로써 이 ASIC은 

PROFIBUS-DP와 PROFIBUS-FMS에 연결하는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에 적당하다. 

PROFIBUS-DP에서의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ASICASICASICASIC    

 

SPC 3 (Siemens PROFIBUS Controller)는 

Slave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통신 Chip 

이다. 이 Chip을 사용하면 PROFIBUS-DP에 

연결할 수 있고. 최대 전송속도는 12Mbit/s 

이다. 

 

프로세서프로세서프로세서프로세서    코어가코어가코어가코어가    있는있는있는있는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ASIC ASIC ASIC ASIC    

 

DPC 31은 SPC 3, SPC 41, 8031 프로세서의 

기능을 한 칩에 결합한 것이다. DPC 31을 

사용하면 유연성이 높아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에 이용되는 DP 슬레이브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DPC 31은 낮은 전력 시스템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전한(intrinsically 

safe)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적절하다. 여기서 

는 PROFIBUS-DP, PROFIBUS-FMS, PROFIBUS-

PA에 연결할 수 있다. SIM 1과 DPC 31을 

사용하면 IEC 1158-2의 전송 절차를 사용해서 

PROFIBUS-PA에 연결하는 통합 컴팩트 

솔루션을 이룩할 수 있다. 최대 전송 속도는 

PROFIBUS-DP에서 12 Mbit/s, PROFIBUS-PA에서  



31.25 kbit/s 이다. 

    

단순단순단순단순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ASICASICASICASIC    

 

SPM 2 (Siemens PROFIBUS Multiplexer)는 단 

순 Slave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단일 칩 

솔루션으로 최대 전송속도는 12 Mbit/s 이다. 

LSPM 2는 SPM 2와 마찬가지로 단순 Slave 

어플리케이션용 단일 Chip 솔루션이지만 

컴팩트 패키지 덕분에 공간 사용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적절하고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작작작작동동동동    

 

ASIC은 버스노드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  

작업의 상당량을 취급한다. 

 

SPM 범위(SPM 2와 LSPM 3)의 ASIC은 모든 

통신 작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하기에 

정확한 신호가 핀에까지만 적용되면 된다. 추 

가적인 프로세서나 Firmware는 필요 없다. 

SPC 범위(SPC 3, SPC 41, DPC 31, ASPC 2)의 

ASIC 에는 프로세서 인터페이스가 있다. 여기 

서는 ASIC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추가 

Firmware를 사용해야 한다.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Firmware는 인터페이스 모듈이나 필드 장치의 

프로세서에 설치된다. 필드장치의 기능은 호 

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포함된다. Firmware의 

 
그림 2 : 어플리케이션과 버전에 따른 ASIC 분류 



범위는 ASIC에 따라 달라진다. 

 

ASIC SPM 2ASIC SPM 2ASIC SPM 2ASIC SPM 2와와와와 LSPM 2 LSPM 2 LSPM 2 LSPM 2    

 

응용응용응용응용    

 

ASIC SPM 2(Siemens PROFIBUS Multiplexer)와 

LSPM 2(Lean Siemens PROFIBUS Multiplexer) 

는 단순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용 단일 칩 

솔루션이다. 여기 해당되는 예는 스위치, 표 

시기, thermocouple과 같은 센서와 액츄에 

이터가 있고 ASIC을 사용하면 PROFIBUS-DP 

필드버스에 이들을 연결할 수 있다. LSPM 2는 

패키지가 작기 때문에 특히 공간이 중요한 어 

플리케이션에 적절하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IM 184 인터페이스 모듈은 ASIC 

LSPM 2에서 사용된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SPM 2에는 입력/출력 비트가 64개가 있다. 이 

비트는 PQFP 패키지의 핀 120개에 수용된다. 

입력/출력 지점 내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구성 

할 수 있다. ASIC에는 진단 정보용 핀도 마련 

되어 있다. SPM 2는 데이터 트래픽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추가 마이크로프로세 

서나 Firmware는 필요 없다. 따라서 소수의 

외부 컴포넌트만으로도 PROFIBUS-DP 필드버스 

에 대한 단순 연결을 실행할 수 있다. LSPM 

2의 기능성은 SPM 2와 같지만 여기에는 

입력/출력 비트가 32개 뿐이다. 이 비트는 

작은 MQFP 패키지의 핀 80개에 수용된다. 

 

작동작동작동작동    

 

SPM 2와 LSPM 

2는 버스 프로 

토콜을 완전 

히 독립적으로 

취급 한다. 핀 

은 입력/출력 

신호와 버스케  

이블에만 연결 

하면 된다. 

SPM 2와 LSPM 

2는 PROFIBUS 

-DP 네트워크 

상에서 슬레이  

브로 작동하고   

마스터로 부터 

오류없는 메세지를  받으면 독립적으로 필요 

한  응답 프레임을  생성한다. 

그림3 : Slave 인터페이스 모듈에 LSPM 2 ASIC 통합 



특징특징특징특징    

    

----    PROFIBUS-DP 프로토콜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전송 속도 자동 탐지 

----    RS 485 전송 프로토콜 

----    SPM 2용 120 핀 PQFP 패키지와 LSPM 2용  

80핀 MQFP 패키지  

----    통합 ASIC 회로(glue logic) 

----    SPM 2 : 32개까지 진단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64개의 입력/출력 비트, LSPM 2: 

16개까지 진단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32개의 입력/출력 비트. 

----    8개의 별도 진단 입력 

----    입력/출력 지점의 사용자별 입력, 출력  

할당 

----    통합 Watchdog timer 

----    24 MHz와 48 MHz quartz/오실레이터용 외부  

quartz 

----    5 V DC 전원.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SPM 2와 LSPM 2의 작동에는 펌웨어가 필요 

없다. 프로토콜 취급은 모두 ASIC 에서 

수행한다. 

 

 

ASIC SPC 3ASIC SPC 3ASIC SPC 3ASIC SPC 3    

 

응용응용응용응용    

 

SPC 3는 Slave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지능형 통신 칩입이다. 이 칩을 사용하면 

PROFIBUS-DP 필드버스에 연결할 수 있다.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은 SPC 3과 함께 

사용되고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SPC 3에는 1.5 Kbyte의 메시지 프레임 

메모리가 있다. 이 메모리는 PQFP 패키지의 

핀 44개에 수용된다. 

 

작동작동작동작동    

 

SPC 3는 PROFIBUS-DP 프로토콜의 통신 작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한다.그러면 프로토콜 

처리가 가속되고 인터페이스 모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줄어든다. 버스 액세스는 하드웨어에서 구동 

한다. 데이터 전송은 1.5 Kbyte RAM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 

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이다. 따라서 데이터 

는 버스 사이클에 대해 독립적인 전송을 수행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편하게 작동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의 호출 인터페이스가 있는 

Firmware를 사용한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PROFIBUS-DP/-DPV1 프로토콜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전송 속도 자동 탐지 

----    80C32, 80X86, 80C166, 80C165, 80C167, 

HC11, HC16, HC916 유형의 마이크로프 

로세서 지원 

----    RS 485 전송 

----    44 핀 PQFP 패키지  

----    PROFIBUS-DP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통신  

기능의 독립 취급 

----    통합 Watchdog timer 



----    48 MHz quartz용 외부 quartz 포트 

----    5 V DC 전원.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SPC 3와 어플리케이션의 레지스터 사이에는 

firmware(C 소스 코드)가 인터페이스로 마련 

되어 있다. Firmware는 필드 장치의 프로세서 

에서 작동하며 어플리케이션의 간단한 통합에 

사용되는 호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Firmware는 4-24 킬로바이트 정도로 구성되며, 

IM 182-1과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에도 

사용할 수 있다. DP 표준 기능이 있는 SPC 

3에서는 ASIC 레지스터가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Firmware가 별로 필요 없지만 

Firmware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발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 DP 기능 

DPV1(read/write 데이터 세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rmware가 필요하다. 

 

DPC 31 DPC 31 DPC 31 DPC 31 통신통신통신통신    칩칩칩칩    

    

응용응용응용응용    

 

DPC31은 ASIC SPC3 

과 SPC4의 서로 다 

른 특징을 한 칩에 

통합하여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 

용할 수 있게 만들 

었다. DPC31은 통 

합 프로세서 코어 

가 있는 지능형 통 

신칩이다. 이 칩을 

사용하면 PROFIBUS 

-DP에 지능형 필드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시스템과 3.3 V 기술 

덕에, DPC31은 PROFIBUS -PA에 연결된 

프로세스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다. DPC31을 

사용하면 외부 컴포넌트를 최 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Slave 어플리케이 션을 구현할 

수 있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DPC31을 물리적 버스에 연결하려면 RS485 인 

터페이스의 비동기 인터페이스 외에도 SIM1의 

동기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이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면 DPC31을 절전 인터페이스를 

통해 PROFIBUS-PA를 사용하는 IEC 1158-2 

구조의 동기 전송 기술에 연결할 수 있다. 

DPC31에는 메시지 프레임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6 킬로바이트의 RAM과 통합 8031 코어가 

있다. 8031 코어에는 24 킬로바이트의 펌웨어 

 

그림 4 : Slave 어플리케이션에 SPC 3 ASIC 통합 



ROM이 통합되어 있다. 

DPC31은 핀이 100개인 PQFP 하우징에 수용된 

다. 

 

작동작동작동작동    

 

DPC31은 DP 슬레이브 프로토콜 전체를 독립 

적으로 취급하며, 시간이 중시되는 모든 통신 

기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필요한 모든 타이머와 모니터링 기능은 DPC31 

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이 DPC31의 

통신부와 통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6킬로바 

이트의 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터페이 

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취한다. 

외부 프로세서와의 작동에 사용되는 호출 인 

터페이스를 갖춘 firmware도 마련되어 있다. 

통합 8031 코어는 표준 8031 계열에 100 % 호 

환된다. 즉,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에 표준 

개발 환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통합 8031 

코어에는 256 바이트의 ‘내부’ RAM과 8032  

계열의 ‘타이머 2’가 있기 때문에 

DPC31에서 순수 8032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8031 코어의 Firmware ROM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    SPI 호환 E 2 PROM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기능 

----    단일 칩 어플리케이션의 부트 로더 

----    ‘DP 슬레이브’ 구현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기능 

 

DPC31에는 다음과 같은 작동 옵션이 있습니다. 

    

----    단일 칩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DPC31 

----    외부 ROM/RAM이 있는 DPC31 

----    외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있는 DPC31 

 

특징특징특징특징    

    

----    PROFIBUS-DP/-DPV1 프로토콜(읽기/쓰기  

데이터 세트)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전송 

방법으로 IEC1158 -

2를 사용하면 31.25 

kbit/s 

----    전송 속도 자동 

탐지 

----    PROFIBUS-DP에 

따른 비동기 인터 

페이스 

----    PROFIBUS-PA에 

따른 동기 인터페 

이스 

----    통합 8031 코어 
그림 5 : DPC31 블록 다이어그램 



----    E 2 PROM 또는 AD 컨버터와 같은 SPI 호환 

컴포넌트 연결에 사용되는 SSC 인터페이스 

----    표준 8031 인터페이스 

----    외부 Intel 및 Motorola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    공급 전원 3.3 V DC 

----    100 핀 PQFP 하우징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DPC31에는 컴포넌트를 더욱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rmware(C 코드)가 있다. 

Firmware는 필드 장치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며 어플리케이션의 단순 연결에 단순 

기능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SIM 1 SIM 1 SIM 1 SIM 1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칩칩칩칩    

 

응용응용응용응용    

 

SIM 1(Siemens IEC Medium 

Attachment Unit) 은 필드 

장치의 연결 신호를 IEC 

1158-2에 맞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ROFIBUS-PA와도 

맞게된다. PROFIBUS-PA는 

프로세스 자동화의 PROFIBUS 

버전으로써 전송 프로세스는 

IEC 1158-2를 따르고 통신 프로토콜은 

PROFIBUS-DP를 따른다. PROFIBUS-PA는 

본질적으로 안전한(Intrinsically safe)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할 수 있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SIM 1은 DPC 31이 확장된것으로 PROFIBUS-PA 

필드 장치를 본질적으로 안전한 

(Intrinsically safe)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에는 이 ASIC 외에 몇몇 외부 컴포넌트가 

더 사용된다. SIM 1은 핀이 44개인 TQFP 

하우징에 수용된다. 

 

작동작동작동작동    

 

SIM 1은 버스 케이블에서 모든 송수신 기능과 

저항력 높은 보조 전원 tapping을 모두 

지원한다. 여기서는 안정된 2개의 전원을 사 

용하며 galvanically isolate 전원도 사용할 

수 있다. SIM 1은 모든 IEC 1158-2 호환 

Manchester 인코더 /디코더에 연결할 수 있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IEC 1158-2 호환, 즉 PROFIBUS-PA 호환  

전송 방식 

----    전송 속도 31.25 kbit/s 

----    핀이 44개인 TQFP 하우징 

----    3.3 V DC와 5 V DC, 또는 5 V DC와 6.6 V  

그림 7 : Slave 어플리케이션에 DPC 31과 SIM 1 ASIC 통합



DC 보조 전원 추출(전원 손실 최대 250 mW) 

----    단위 공급을 위한 필드버스 소비 전력을 40  

mA로 설정 가능. 

 

    

AAAASPC 2 SPC 2 SPC 2 SPC 2 통신통신통신통신    칩칩칩칩    

    

응용응용응용응용    

 

ASPC 2는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지능형 통신 

칩으로 이 칩을 

사용하면 PROFIBUS-

DP와 PROFIBUS-FMS에 

연결할 수 있다. 

PROFIBUS-PA에는 DP/PA 

링크를 통해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ASIC은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퍼스널 

컴퓨터, 드라이브 컨트롤, 휴먼-머신 

인터페이스의 작업을 취급하는 오프로드 

통신에 사용된다. IM 180 인터페 이스 모듈은 

ASPC 2로 실행된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ASPC 2는 MQFP 100 하우징에 수용됩니다. 

이 ASIC에서는 IEC 1158-2의 동기 전송 

방식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PROFIBUS-

PA로의 본질적으로 안전한 전송에는 DP/PA 

링크가 필요합니다. 

 

작동작동작동작동    

ASPC 2는 메시지 프레임과 어드레스 코드, 

데이터 백업 시퀀스를 다룬다. PROFIBUS-DP와 

PROFIBUS-FMS 프로토콜은 Firmware에서 전적 

으로 다루어진다. ASPC 2에서는 외부 1 Mbyte 

메시지 프레임 메모리를 어드레싱할 수 있다. 

버스 액세스는 하드웨어에서 구동한다. 작동 

하는데 있는 별도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적절한 

Firmware가 필요하다. ASPC 2는 모든 표준 

유형의 프로세서에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PROFIBUS-DP와 PROFIBUS-FMS 프로토콜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RS 485 전송 

----    125개까지의 Active, Passive노드를 연결할  

수 있다. 

----    핀이 100개인 P-MQFP 하우징 

----    16비트 데이터 버스 

----    1-Mbyte RAM을 외부 통신 메모리로  

어드레스 가능 

----    지원 서비스: Ident, FDL 상태 요청, SDN,  

그림 8 :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에 ASPC 2 ASIC 통합 



SDA, SRD,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SRD, 

SM 서비스 

----    2 인터럽트 라인 

----    5 V DC 전원 

----    최대 전력 손실 0.9 W.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ASPC 2용 펌웨어는 PROFIBUS-DP 마스터 

연결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프로토콜 

프로세스 전체를 다룬다. PROFIBUS-DP용 

Firmware는 라이센스 동의 프레임워크내의 

장치 판매 기업에 대해 제공된다. 80C165 

프로세서에 적합하며 크기는 약 80 킬로바이 

트이다.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Development Kit , Development Kit , Development Kit , Development Kit 개요개요개요개요    

    

응용응용응용응용    

 

앞에서 설명한 PROFIBUS-DP ASIC을 기초로 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모듈을 마스터와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PROFIBUS-DP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다 

른 제작사의 제품과 시스템을 PROFIBUS-DP 

필드버스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듈의 장점은 추가 외부 회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다양한 기능 

요구 사항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IM 180을 사용하면 다른 제작사 장치를 

PROFIBUS-DP의 마스터로 연결할 수 있다. 

이때도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IM 181-1 제품 설명에서의 PC 캐리어 기판을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판은 프로그래밍 장치 또는 PC에서 짧은 

ISA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IM 182-1 인터페이스 모듈은 슬레이브 어플 

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단순한 PC 카드 이다. 

이 카드는 ISA 버스가 있는 PC용으로 디자인 

되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다른 

제작사 장치를 PROFIBUS-DP의 슬레이브로 

연결 할 수 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IM 184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PROFIBUS-DP에 단순 슬레이브를 

연결할 수도 있다. 이떄도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인터페이스 모듈은 주로 ASIC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프로토콜 취급용 마이크로프로 

세서와 메모리도 포함된다. 인터페이스 모듈 

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인터페이스는 

Multi-row 커넥터 strip을 사용해서 구현 

된다. 

 

작동작동작동작동    

 

인터페이스 모듈은 버스 노드(마스터 또는 

슬레이브)와 PROFIBUS-DP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을 처리한다. 인터페이스 모듈과 호스트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인터페이스 

모듈(이중 포트 RAM,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 직렬 인터페이스, 포트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Development KitDevelopment KitDevelopment KitDevelopment Kit    

 

개발 키트를 사용하면 PROFIBUS ASIC이나 인 

터페이스 모듈(IM)을 사용하는 PROFIBUS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폭 넓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PROFIBUS 장치 개발에 들이는 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것이다. 이 패키지에서는 특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이 PROFIBUS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사 개발 팀에서는 

모든 개발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며 이러한 

모든 지원은 개발 키트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후 개발된 장치는 전문 통합센터의 인증을 

받으면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다. 

통합시험센터의 주소는 인터넷을 참조 바란 

다.(www.profibus.com / www.profibus.co.kr) 

 

 

IM 180 IM 180 IM 180 IM 180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응용응용응용응용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다른 회사 장치를 

PROFIBUS-DP에 마 

스터로 연결할 수 

있다. IM 180 인터 

터페이스 모듈은 

버스 전체의 컨트 

롤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IM 180은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퍼스널 컴 

퓨터, 드라이브 컨트롤, 휴먼-머신 인터페 

이스에서 통신 처리 로드를 받는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은 주로 80C165 마이 

크로프로세서, ASPC 2 ASIC, 플래시 EPROM와 

RAM으로 구성된다. ASPC 2 ASIC은 48 MHz 

오실레이터 칩에서 제어한다. 인터페이스 

모듈의 크기는 100 x 100 mm (3.9 x 3.9 

in.)이며, 페이스간 마운트에 적당하다.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에는 캐리어 기판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기판은 IM 181이라고 불리며 

프로그래밍 장치나 PC에서 짧은 ISA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 : 응용 영역에 따른 인터페이스 모듈의 분류 



작동작동작동작동    

 

통합된 ASPC 2 ASIC는 버스 프로토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호스트 시스 

템과의 통신은 이중 포트 

RAM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교환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처리된다. 

이중 포트 RAM의 전원용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작성해 야 한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ASPC 2 ASIC에 의한 PROFIBUS-DP 프로토콜  

처리 

----    모듈 코어 

80C165 마이크로프로세서, 40 MHz 클럭 

주파수; 2 x 128K x 8비트 RAM 사용자 

메모리; 256K x 16비트 플래시 EPROM 

프로그램과 파라미터 메모리 

----    ASPC 2용 48 MHz 오실레이터 칩  

----    호스트 인터페이스 

16/ 8비트 데이터 버스 연결 가능, 이중 

포트 RAM (8K x 16 비트), 64핀 커넥터 (4 

행), 선택 8/16비트 데이터 버스 연결 가능 

----    이중 포트 RAM을 통한 통합성 높은 데이터 

교환 

----    5 V DC 전원 

----    0- 70 °C 주변 온도 허용 가능 

----    규격 (W x H): 100 x 100 mm/3.9 x 3.9 in.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Firmware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에서 작동하 

며 전체 프로토콜 프로세스와 마스터 연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취급하고 있다. 

    

드라이버드라이버드라이버드라이버    

 

Windows NT용으로 해당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데모데모데모데모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180 / IM 181-1용 데모 소프트웨어에서는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는 MS-DOS 운영 

체제하에서 이중 포트 RAM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며, 이 소프트웨어가 있으 

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IM 180의 여러 

작동을 할 수 있다. 

 

구성구성구성구성    

 

IM 180 인터페이스 모듈은 COM PROFIBUS 구성 

그림 10:  IM 180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 블록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자기 구성도구를 작성할 필요 

는 없다. 

 

    

IM 184 IM 184 IM 184 IM 184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응용응용응용응용    

 

IM 184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다른 

제작사의 장치를 PROFIBUS-DP에 슬레이브로 

연결할 수 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IM 184는 센서나 액츄에이터와 같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었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IM 184 인터페이스 모듈은 주로 LSPM 2 

ASIC과 EEPROM용 소켓, PROFIBUS-DP 연결을 

위한 RS 485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RUN”, “BUS ERROR”, “DIAGNOSTICS” 

등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LED도 마련되어 

있다. LSPM 2 ASIC은 48 MHz 오실레이터칩 

에서 제어한다. 인터페이스의 크기는 체크 

카드 정도이며 페이스간 마운트에 적당하다. 

 

작동작동작동작동    

 

통합 LSPM 2 ASIC는 PROFIBUS-DP 버스 프로토 

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호스 

트 시스템과의 통신은 커넥터 스트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는 필요한 입력/출력 신 

호를 커넥터 스트립으로 보내 주어야 한다. 

사용자 정의 설정은 점퍼를 사용해서 구현 

한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필드버스 상의 전송 속도 자동 탐지 

----    LSPM 2 ASIC의 PROFIBUS-DP 프로토콜 처리 

----    LSPM 2용 48 MHz 오실레이터 칩 

----    16개까지를 진단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32개의 구성 가능 입력/출력 

----    8개의 별도 진단 입력 

----    연결 

호스트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2 x 34핀 

커넥터 

RS 485용 10핀 커넥터 

----    PROFIBUS-DP용 부동 RS 485 인터페이스 

----    EEPROM용 슬롯 (64 x 16 비트) 

----    5 V DC 전원 

----    전력 소비 유형 100 mA 

----    극성 반전 보호 

----    0-70 °C 주변 온도 허용 

----    규격 (W x H): 85 x 64 mm/3.3 x 2.5 in. 

(모듈러 디자인). 

 

 

그림 11 : IM 184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IM 184 인터페이스 모듈의 작동에는 

Firmware가 필요 없다. 프로토콜 프로세스 

전체는 인터페이스 모듈상의 ASIC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IM 183IM 183IM 183IM 183----1 1 1 1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응용응용응용응용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다른 

제작사 장치를 PROFIBUS-DP에 슬레이브로 

연결할 수 있다. 최대 전송 속도 또한 12 

Mbit/s 이다. IM 183-1는 지능형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되었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은 주로 SPC 3 ASIC, 

80C32 마이크로프로세서, EPROM과 RAM 메모리, 

PROFIBUS-DP 연결을 위한 RS 485 인터페이스 

로 구성된다. RS 232 인터페이스는 또한 PC와 

같이 RS 232가 있는 장치를 PROFIBUS-DP 필드 

버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듈을 제공한 

다. SPC 3 ASIC는 48 MHz 오실레이터 칩에서 

제어하고 인터페이스의 크기는 체크 카드 정 

도이며 페이스간 마운트에 적당하다. 

 

작동작동작동작동    

 

통합된 SPC 3 ASIC는 버스 프로토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호스트 시스템과의 통 

신은 커넥터 스트립으로 전달되는 어드레스와 

데이터 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교환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처리되고 80C32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통합할 수 있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필드버스 상의 전송 속도 자동 탐지 

----    SPC 3 ASIC에 의한 PROFIBUS-DP 프로토콜 

처리  

----    모듈 코어 

CPU 80C32 마이크로프로세서 

20 MHz 클럭 주파수 

32 킬로바이트의 SRAM 사용자 메모리 

32 킬로바이트 또는 64 킬로바이트의 EPROM 

프로그램 메모리 

----    SPC 3용 48 MHz 오실레이터 칩  

----    호스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모듈 상의 

어드레스와 데이터 버스 

----    연결 

호스트 네트워크 연결용 50핀 커넥터 

RS 232용 14핀 커넥터 

RS 485용 10핀 커넥터 

----    ASIC SPC 3용 소프트웨어 리셋 

----    5 V DC 전원 

----    전력 소비 유형 100 mA 

----    PROFIBUS-DP용 부동 RS 485 인터페이스 

----    0-70 °C 주변 온도 허용 

----    규격 (W x H): 86 x 76 mm/3.3 x 2.7 in. 

(모듈러 디자인).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SPC 3과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터간의 인터페 

이스로 firmware(소스 코드는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된다. 



Firmware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에서 작동하 

며 어플리케이션의 간단한 통합을 위한 호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Firmware에는 몇가지 

사례를 포함하여 4-24 킬로바이트 가량의 

분량이 포함되어 있다. DP 표준 기능이 있는 

IM 183-1 인터페이스 모듈에서는 ASIC의 SPC 

3 레지스터가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Firmware가 별로 필요 없지만 Firmware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발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 DPV1 DP 

기능(읽기/쓰기 데이터 세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rmware가 필요하다. 

 

 

그림12 : IM 183-1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IM 182IM 182IM 182IM 182----1 1 1 1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모듈모듈모듈모듈    

    

응용응용응용응용    

 

IM 182-1 인터페이스 모듈은 PROFIBUS-DP 슬 

레이브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단순한 PC 

카드로써 182-1은 ISA 버스가 있는 PC용으로 

설계되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 Mbit/s 

이다.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기본적으로 IM 182-1은 SPC 3 ASIC와 

PROFIBUS-DP 연결을 위한 RS 485 인터페이 

스로 구성된다. SPC 3 ASIC는 48 MHz 

오실레이터 칩으로 제어한다. 

 

작동작동작동작동    

 

통합된 ASIC SPC 3은 PROFIBUS-DP 버스 프로 

토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RAM의 

ASIC 이나 Firmware는 사용자 자신의 어플 

리케이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특징특징특징특징    

    

----    최대 전송 속도 12 Mbit/s 

----    SPC 3 ASIC에 의한 PROFIBUS-DP 프로토콜 

처리  

----    SPC 3용 48 MHz 오실레이터 칩  

----    PROFIBUS-DP용 고립 RS 485 인터페이스 

----    기판 상의 RS 485 인터페이스용 고립 전원 

----    I/O 어드레스와 인터럽트 케이블의 어드레 

스 공간 설정을 위한 DIP 스위치 

----    5 V DC 전원 

----    전력 소비 유형 250 mA 

----    0-60 °C 주변 온도 허용 

 

FirmwareFirmwareFirmwareFirmware    

 

SPC 3과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터 간의 인터페 

이스로 Firmware(소스 코드는 C 언어)가 제공 

된다. 



 

 

Firmware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에서 작동하 

며 IM182-1과 간단한 연결을 위한 호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Firmware 에는 사례를 포 

함하여 4-24 킬로바이트 가량이 포함되어 

있다.DP 표준 기능이 있는 IM 182-1 

인터페이스에서는 ASIC의 SPC 3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Firmware가 별도로 

필요 없지만 Firmware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발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 DPV1 DP 기능(읽기/쓰기 데이터 세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rmware가 필요하다. 

 

드라이버드라이버드라이버드라이버    

 

Windows NT용으로 해당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개발개발개발개발    키트키트키트키트 4 4 4 4    

    

응용응용응용응용    

 

개발 키트 4를 사용하면 

PROFIBUS-DP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을 평가 및 개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스템: 

----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 

   듈 IM 180/181 

----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IM 183-1 

----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IM 184 

----    슬레이브-ASIC SPC3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    

    

----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 IM 180과 캐리어 

기판 IM181 

----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IM 183-1(지능형 

슬레이브, ASIC SPC3 있음) 

----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IM 184(단순 

슬레이브, ASIC LSPM2 있음) 

----    버스 커넥터와 버스 케이블 

 

소프소프소프소프트웨어트웨어트웨어트웨어    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    

    

----    COM PROFIBUS 

(버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모듈 IM 180 구 

성에 필요) 

----    IM 183-1용 Firmware 

(개발 라이센스를 포함하는 ASIC SPC3용 

오리지널 Firmware) 

----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테스트 및 작동) 

그림 13 IM 182-1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모듈 블록 다이어그램 



설명서설명서설명서설명서    

 

포함되어 있는 CD에는 영어와 독일어로 된 

일체의 세트가 전부 있다. 

 

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슬레이브    개발개발개발개발    

    

개발 키트의 목적은 ASIC SPC 3와 LSPM2로 

PROFIBUS 슬레이브를 개발하는 것이다.마찬가 

지로, IM 183-1이나 IM 184를 사용해서 직접 

PROFIBUS 슬레이브를 개발할 수도 있다(자체 

전자품의 piggy-bag 단위로서) 작은 크기로 

실행되는 PROFIBUS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 IM 180을 캐리어 

플레이트 IM 181에 꽂고 PC(ISA 슬롯) 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레이브 인터페 이스 

모듈 IM 183-1에 연결한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IM에 파라미터를 지정 

하고 슬레이브를 제어할 수 있다. 그 결과, 

필드버스 PROFIBUS-DP의 디자인과 기능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게된다. 시뮬레이션 소 

프트웨어는 PC에 설치되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IM 180 

의 이중 포트 

RAM을 통해 슬 

레이브를 제어 

및 query할 수 

있다. 프로세 

스에서는 슬레이 

브의 진단 데이 

터와 입력을 읽 

고 슬레이브 출 

력을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는 소스코드에   

들어 있으며 설 

명 또한 잘 되어 

있다. 이 예를 

기초로 자기 만 

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IM 180IM 180IM 180IM 180이이이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IM 180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작동 가능 

한 PROFIBUS 마스터를 구성한다. 이 점을 기 

초로 하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빠른 속도 

로 개발할 수 있다. 

 

보조보조보조보조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하드웨어 기반이 원래 조건(piggy-back)하의 

IM 180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를 갖 

춘 ASPC2 마스터 Firmware 가 있어야 한다. 

그림 14 : 개발 키트 4 구성품 



이 소프트웨어는 객체 코드와 소스 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80C165 프 

로세서용으로 디자인되었다. 마스터 라이센 

스와 Firmware는 개발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는 않다.  

    

    

PROFIBUS DP/PA PROFIBUS DP/PA PROFIBUS DP/PA PROFIBUS DP/PA 개발개발개발개발    키트키트키트키트    

    

응용응용응용응용    

 

이 개발 키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PROFIBUS 표준에 맞는 PROFIBUS 슬레이브를 

구성할 수 있다. 

----    PROFIBUS DPV1 (RS 485) 

----    PROFIBUS PA (IEC 1158) 

----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PROFIBUS 

지원 대상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는 PROFIBUS-ASIC DPC31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또, 환경에서는 매 

체 첨부단위로서 작동하는 ASIC SIM1을 사용 

해서 IEC 1158-2t에 따라 시스템을 PROFIBUS-

PA 기술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지정한다.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    

    

----    DPC31 개발 기판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용 

----    CP5613 

PC용 마스터 인터페이스 모듈(PCI 기판) 

----    광학 버스 터미널 

구리 와이어와 광섬유의 인터페이스용 

----    PROFIBUS-DP 케이블, 구리, 사전 조립, 

보라색 

----    PROFIBUS-DP 광섬유 케이블; 플라스틱, 

사전 조립 

----    PROFIBUS-PA 케이블; 파란색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    

    

----    PC용(WinNT 사용)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마스터 기판 CP5613과 함께 

사용 

----    사용이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DPC31 기판용 프로그램 예 

----    DPC31 오리지널 DPV1 펌웨어, 개발 라이센 

스 포함 

----    CP 5613용 파라미터 지정 소프트웨어 "COM 

PROFIBUS", DP 작동용 

----    PA 작동용 PDM 데모 소프트웨어(PDM = 프로 

세스 장치 관리자) 

 

PDM은 지능형 프로세스 장치의 구성, 파라 

미터 지정, 시운전, 진단에 사용되는 개방형 

호환 도구이다. 함께 제공되는 PDM 데모 

소프트웨어는 사용 기간이 2달로 제한된 것 

외에는 full 버전이기에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실행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PDM 소프 

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능기능기능기능    

 

개발 키트에는 ASIC DPC31와 SIM1로 PROFIBUS 

슬레이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예는 소스 

코드에 들어 있으며 잘 설명되어 있다. 하드 

웨어 구성은 회로도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CP 5613은 PC의 PCI 

슬롯에 설치해야 한다. 그 후에는 데모 소프 

트웨어(WinNT 4.0 필요)를 설치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PROFIBUS-DP 마스터를 얻는다. 구성 

도구 "COM PROFIBUS"를 사용해서 CP 5613과 



PROFIBUS 구성(DPC31 기판이 있는) 파라미 

터를 지정한다. PROFIBUS-DP 슬레이브를 RS 

485에 따라 개발하려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 PROFIBUS 케이블을 사용해서 PC 

마스터에 DPC31 기판을 붙인다. 라인에 광섬 

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학 버스 터미 

널(역시 포함되어 있는)을 사용해서 인터페이 

스를 광섬유로 변환한다. 함께 제공되는 

광섬유 케이블은 DPC31 기판의 광학 인터페이 

스에 연결해야 한다. 라인이 PROFIBUS-PA 

라인인 경우에는 DP/PA 커플러를 통해 DPC31 

기판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공된 

PROFIBUS-DP 케이블을 DP/PA 커플러에 꽂고 

파란색 PROFIBUS-PA 케이블을 DP/PA 커플 

러에서 DPC31 기판의 PA 포트로 연결해야 

한다. PROFIBUS-PA 장치는 제공된 PDM 소프트 

웨어로 구성한다. 

 

PROFIBUS DP/PA 커플러(PROFIBUS-PA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는 PROFIBUS-DP 

기술을 PROFIBUS-PA로 변환해준다. 이 커플러 

가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예는 

DPC 31 기판의 Firmware EPROM에 저장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된 후에 마스터 

와의 통신을 시작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면 “제한 값”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편집할 수 

있다. 이 예를 기초로 자기만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것이다. 

 

 

 

 

 

그림 15 : PROFIBUS DP/PA 개발 기판 블록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