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피버스에 의한 드라이브
(인버터 � 서버) 애플리케이션
과 그 응용기술 
 

모토요시 신이치/일본프로피버스협회 

 

<본 내용은 필드버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관련 월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머리말 

 

공장 내에서 아날로그 또는 ON/OFF 값의 신

호통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1대1 케이블 

방식은 디지털 신호기술을 응용한 필드버스로 

대체하는 시스템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그 이

유 중 하나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종 이

상에 이르고 있던 FA 계 필드버스가 전세계

적으로 보면 PROFIBUS(프로피버스), 

DeviceNet(디바이스넷)의 두 종류로 거의 집

약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필드버스 중 DeviceNet 는 주로 

접점신호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데 반해 

프로피버스는 아날로그 신호까지 고속으로 취

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피버스에서는 그 용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 드라이브(인버터/서보)애플리케이

션용의 사양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여기서는 

그 개요에 대하여 해설한다. 

 

필드버스의 이점 

 

새삼 해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

반적으로 필드버스를 사용함으로써 유저,벤더

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① 1개의 케이블로 여러 개의 기기 신호 또는 

두 기기 내의 여러 신호를 액세스할 수 있다. 

②컨트롤러 또는 수신기에서 볼 때 A/D 변환, 

D/A 변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신

호를 전달할 수 있다. 

③ 보통 1개의 필드버스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 정도의 기기를 접속할 수 있으므로 배선 

코스트가 절약된다. 

④ 시스템의 변경,확장 등에 대하여 유연성이 

증대한다. 

⑤ 단지 데이터 통신을 할 뿐만 아니라 기기 

데이터의 통신, 교정까지 할 수 있는 등 다양

한 용도로 확대된다. 

 

이상의 이점은 오픈 필드버스를 사용한 많은 

유저로부터 보고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 프

로피버스의 기기 확장은 이상의 이점에서 더 

나아가 종전 오픈 필드버스에서는 취급할 수 

없었지만 컨트롤 메이커의 독자적인 버스 또

는 기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던 분야에 오픈 

필드버스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오픈 필드버스 프로피버스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10VDC,1∼

5VDC 또는 4∼20mADC 등 신호 자체가 단

순한 전류 전압 신호였기 때문에 어떤 메이커

의 기기도 간단히 서로 접속할 수 있었다.필

드버스에서도 보다 많은 메이커의 기기가 간

단한 방법으로 접속돼야 한다는 것은 필수다.

오픈 필드버스가 요망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픈 필드버스에서는 공적인 규격의 통신 사

양이 공개되어 그 사양이 특정한 회사에만 제



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양의 영속성이 

보증될수 있다. 사양의 영속성이 보증되면 많

은 메이커가 안심하고 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

많은 메이커들이 서포트 함으로써 기기 선택

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이는 코스트 삭

감에도 연결된다. 그리고 기기가 많아 소프트

웨어 등을 충실히 서포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엔지니어의 경험, 노하우도 깊어져 엔지

니어링 코스트까지 삭감할 수 있다.프로피버

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프로피

버스의 특징을 다음에 설명한다. 

 

① 프로피버스는 유럽 규격 EN50170이라고 

하는 개방된 사양이며, 가까운 장래에 

IEC61158의 표준 필드버스 중 하나가 될 것

이다. 

② 전세계에서 300만 디바이스를 넘는 설치

실적을 가지고 있다. 

③ 전세계의 프로피버스협회 회원은 1999년 

11월말 현재 960개사를 초과하였고, 이들 회

사에서 1,900종류가 넘는 제품, 서비스가 제

공되고있다. 

 

오픈 필드버스로서 DeviceNet 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도 알 수 있듯이 DeviceNet 에서 충분히 신

호전송을 담당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

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DeviceNet 은 꾸준히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다. 다만 DeviceNet은 접점신호의 전송을 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프로피버스가

DeviceNet 에 비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양

이 우수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신호의 전송 스피드의 경우 DeviceNet 

은 최대 500kbps인데 비해 프로피버스는 그 

24배인 최대 12Mbps다. 하나의 스테이션이 

1회에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DeviceNet 

이 8byte 인 데 비해 프로피버스는 최대 

244byte 다. 

따라서 특히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는 애플

그림 1. 집중제어와 분산제어 



리케이션에서는 프로피버스가 사용이 편리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프로피버스에 적

합한 애플리케이션의 예로서 여러가지 아날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리모트 I/O와 SCADA/ 

컨트롤러 간 통신 등도 생각할 수 있다. 

 

프로피버스의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 

 

이번 설명에서는 단순히 PLC 의 ON/OFF 또

는 설정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전송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제외하고 프로피버스를 인버터, 

서보 기기에 접속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정한

다. 애플리케이션의 예로서는 커터, 패킹, 반

송, 감기/풀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동기신호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분

류하면 그림 1의 세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Model 1 에서는 중앙 PLC가 제어의 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에 PLC에서 

드라이브에 설정 속도와 동기 신호가 전송된

다. 또한 드라이브에서 PLC 로는 속도의 현

재값과 위치 데이터(경우에 따라서)가 반송된

다. 

 

Model 2 에서는 위치결정 애플리케이션이 드

라이브 측에서 실행되고 있다. PLC에서는 보

간(補間)제어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치 결정 

설정값이 전송되고 드라이브에서는 현재의 상

태가 반송된다. 

Model 3 에서는 동기제어도 포함하여 대부분

의 제어가 현장의 드라이브 측에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PLC 에 남는 것은 제어전체의 

통괄기능이다. PLC 에서는 메인 드라이브에 

대하여 주설정값과 동기신호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드라이브 사이에서는 실제의 설

정값과 현재값 등이 그러하다. 

 

정리해 보면 통신에서 Model 1 은 동기신호

가 중시되는 타입이고 Model 3 은 슬레이브 

간 통신이 중시되는 타입이다. Model 2는 그 

중간이다. 어떤 Model 이 좋은지는 PLC의 

부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현장의 실효제어 

스캔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할 것인지 그 애플

리케이션에 따라 다른데 프로피버스는 이들 

Model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사양이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프로피버스의 드라이브용 추

가 사양은 다음의 세 가지다. 

 

① 드라이브용 프로파일 

② 동기화(Synchronization) 

③ 슬레이브 간 통신 

 

프로파일이란 인버터, 서보 기기 통신항목의 

표준 I/F 포맷이다. 인버터, 서보 기기가 프로

파일을 서포트하는 경우 컨트롤러 측에서 보

면 어떤 인버터나 서보도 같은 데이터를 결정

된 어드레스에 액세스할 수있다. 단,프로피버

스의 사양에서 프로파일은 확장 사양이기 때

문에 인버터, 서보 기기 메이커는 반드시 프

로파일에 따른 통신 사양을 가진 기기를 만들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화란 여러 회전 기기를 취급하는 애플리

케이션에서 모터간의 동작을 동기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프로피버스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통신이므로 슬레이브간 통신은 프로

피버스의 새로운 기기가 된다. 이 기능은 특

히 드라이브용 애플리케이션 전용은 아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복수 모터의 제어를 

집중화(즉, 제어의 대부분을 PLC 에서 실행

할 것인지)할 뿐만 아니라 분산화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에 각 기능에 대하여 해설하겠는데 종전

의 사양에서 움직이는 기기를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지 보기로 한

다.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PLC 측에서 본 드라이브의 I/F 

를 통일하는 사양이다. 그림 2를 보기 바란다.

그 예로서 인버터의 컨트롤 워드와 스테이터

스 워드를 표시하고 있다.컨트롤 워드란 PLC 

의 인버터에 대한 설정 데이터이며, 스테이터

스 워드란 인버터 현재의 상태를 PLC 에 전

달하는 데이터다. 

컨트롤 워드,스테이터스 워드 모두 각 비트의 

의미가 상세히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 I/F 

는 어떤 벤더의 인버터에서도 동일하다.따라

서 PLC의 엔지니어링을 고려하면 다른 메이

커의 드라이브를 사용해도 스타트 지령, 스톱 

지령, 현재 상태 등이 같은 비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통일화되어 매우 편리해

진다. 

그림 2. 드라이브 프로파일의 예 



ON/OFF 비트 데이터의 I/F 를 통일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데이터의 어드레스도 

규정되어 있다. 오픈 필드버스에서 이와 같이 

통신 데이터 어드레스의 통일화를 진행시키면 

개방성은 하드웨어와 통신 드라이버의 부분에

만 그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주목한다. 

 

동기화 

 

프로피버스를 동기화하는 방법에서는 버스의 

1사이클마다 동기신호를 마스터 스테이션에서 

보내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는이 1사이클 중에서 드라이브에 사이클릭 통

신을 실시한다. 남은 시간은 주기성이 요구되

지 않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그림 3

참조). 보통 동기신호의 간격은 msec 오더이

므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양호한 정밀도로 

동기시킬 수 없다. 즉 설정값은 같은 시각에 

드라이브의 컨트롤러에 도달해야 하며 같은 

시각의 드라이브 데이터가 PLC 에 통신되어

야 한다.  

 

드라이브 장치의 제어 사이클은 동기신호의 

통신 사이클보다 빠르다. 가령 그림 4에서는 

통신 사이클 1회에 대하여 각 슬레이브에서 

4회의 속도제어가 실행된다. 프로피버스에서

는 각 기기 내의 속도제어 시스템 클록을 하

드상에서 내부 발생시켜 동기신호를 원활화하

는 것과 동시에 보정해 나간다. 즉, 통신 사이

클 중 4회째 속도제어 사이클에서 회전수 등

의 데이터가 일제히 수집된다(TI). 또한 마찬

가지로 3회째 속도 제어 사이클의 경우 PLC 

등에서의 설정 데이터가 드라이브에서 일제히 

제어 연산된다(TO). 이와 같은 테크닉을 통하

여 가령 12축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기화 신호 사이클이 2msec 정도라도 드라

이브간의 지터는 1 μsec에서 100nsec 정도

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슬레이브 간 통신 

 

일반 필드버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통신 방식

이기 때문에 슬레이브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

고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 송신 슬레이브 데이

터는 한번 마스터에 격납된 후에 다시 마스터

그림 3. 동기화 신호 



에 의해 상대방의 슬레이브에 전송되고 있다.

즉 데이터가 왕복하는 분만큼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이다. 

 

슬레이브 간 통신이 사용되는 예로서 그림 5

를 보기 바란다. 감기/풀기의 애플리케이션에

서 PLC 는 마스터,드라이브는 슬레이브가 된

다. 드라이브 사이에서 속도 설정값을 주고받

으려고 할 경우 드라이브에서 PLC의 반신 데

이터에 속도 설정값을 포함 시킨다면 다른 드

라이브는 그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슬

레이브 간 통신은 사이클릭으로 실행되어 동

기신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그림 6참조). 

 

맺음말 

 

오픈 필드버스 프로피버스를 드라이브 애플리

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확장기술을 개설했다.

이 확장 사양은 1998년부터 유럽프로피버스

협회에서 ABB, Danfoss, Indramat, Moeller, 

Mitsubishi, Seidal, SEW, Siemens, Stoeber 

등의 각 사가 구성원이 되어 그 토의가 시작

되었다. 2000년 봄에는 실제 제품도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사양 확장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드라이

브 애플리케이션에 프로피버스를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이 사양 확장의 큰 특

징은 확장 사양에서 설계되는 기기도 프로피

버스의 종전 사양에서 움직이는 기기와 혼재

할 수 있는 호환성이다. 게다가 버스를 사용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코스트 삭감이 예상

되며 현재 프로피버스에서 서포트되는 버스해

석 기기, 커넥터등의 부속 기기, 광 케이블 등

을 그 형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큰 

그림 4. 위치결정제어의 폐 루프컨트롤 시간 



그림 5. 슬레이브간 통신의 예 

그림 6. 슬레이브간 통신 

장점이라고 하겠다. 

 

자료출처 : 자동화기술 � 200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