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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물리적물리적물리적 원리원리원리원리

빛이 전파되는 원리는 반향원리이다. 이것은

광섬유 내에서 빛이 전달되는 모습이 지그재

그로 반사되어 물결모양을 이루기 떄문이다.

사실상 빛은 멀리까지 전달되기에 이러한 원

리를 이용할때는 빛이 광섬유 케이블내에서

진입각도(Accepptance angle)라고 불리우는 정

해진 각도로만 통과해야만 하는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 각도가 지켜지지 않

는다면 빛은 광섬유 케이블을 벗어나기 때문

에 진동폭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진동은 통과하는 빛의 길이에

따라 광섬유 케이블 형식에 따라야 한다.

최대 길이는 전송율이 포함된 대역폭 길이 제

품에 의해 제한된다. 이점은 WAN(Wide Area

Network)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하지만 PROFIBUS-DP와 연결될때, 확보된 거

리내에서는 전송율과 관계없다

본 장에서는 광전송매체 선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그림 1참조)

단독라인단독라인단독라인단독라인 구성구성구성구성(Ring)

장점 :

- 낮은비용이 소요됨(OLP optical link plug와

같은 유사효과)

- Interbus-S와 같은 register bus의 변경가능

단점 :

- 완전한 통신이 안되거나 시스템이 정지원인

- 광범위한 간섭현상 발생

그림 1 물리적 원리



라인구조라인구조라인구조라인구조(Line)

장점 :

- 간섭장소에서도 Bus 동작에 이상없음

- 성능과 기능면에서 일반라인 설치와 같다

- 완벽한 진단 가능

단점 :

- 단독라인 구성보다 좀더 복잡함

그림 3 OLM 라인

그림 2  단독라인 구성



Star 구조구조구조구조

장점 :

- 모든구성(Topology) 혼합가능

- 손쉬운 account

단점 :

- 환경설정과 설치계획시 어려움이 있음

그림 4 광케이블로 통합한 라인

그림 5  Star 구성



이중화이중화이중화이중화 ring 구성구성구성구성

장점 :

- 고 신뢰성

LIKO(light coupler) 로로로로 통합된통합된통합된통합된 광접속광접속광접속광접속 인인인인
터페이스터페이스터페이스터페이스

광변환기 ASIC LIKO는 디바이내에 설치될 수

있다.

- Station 진단과 channel 진단을 일반라인

(Copper)같이 할 수 있다.

- 기존의 진단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Bus 이상으로 인한 Station 이상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

- 실제적으로 물리적라인의 점검을 통하여 진

단점 :

- 환경설정과 설치계획시 어려움이 있음

∙ 다소 비싼 비용

동폭을 알 수 있다.

구성

- Line

Station 수

- 필요한만큼 가능하며 PROFIBUS의 address

공간에 따라 최대 125개까지 제한된다.

Baud rates

- 9.6kBit/s에서 12MBit/s(PROFIBUS PA에서

45.45kBit/s )

전송매체

그림 6  Redundant Ring



- POF; Polymer Optical Fiber

- PCF; Polymer Cladded Fiber

거리

- POF 사용시 50m

- PCF 사용시 300m

Connection Engineering

- POF용 Crimpless한 다재다능한 링크연결은

로케이션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준비될

수 있다

- 주름과 조각으로 나눈 PCF용 connector

- 특별한 도구가 필요함 ; 프리패브로 만들어

진 배선의 사용권장

- 다이오드들이 기술에서 정의된다라고 LIKO

와 송수신 다이오드의 배선형식은 설명내용에

에 정의되어 있다.

- LIKO를 구입할 때 구성 요소들의 목록과 전

형적인 회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