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드버스의 신호와 에너지 공
급 관계 
 

<본 내용은 필드버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관련 월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보조에너지 

 

대부분의 계측 제어 장비는 다양한 기능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보조 에너지를 통해서 제어 오차로부터 

제어 입력을 재구성하고, 플랜트에서 구동기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상적인 값을 비교한다. 

측정값을 장거리로 송신하여 이 측정값을 보

상하거나 재구성하는 보조 에너지는 공압 그

리고 전기로 구분된다. 공압 보조 에너지는 

신호처리에 대해서 1.4bar의 압력을 갖는 오

일, 물, 압축공기와 구동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약 6bar 까지이다.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신호

범위는 0.2-1.0bar 사이에 있다. 전기 보조 

에너지는 직류 24V 교류 220V이고 신호범위

는 4-20mA 사이에 있으며, 현재는 필드버스

의 보급으로 인해 디지털 필드 신호로 대체되

고 있다. 

 

전기 보조에너지를 갖는 프로세스 제어의 장

비전원공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부 스테이션 네트워크 안에

서는 높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이용성과 네트

워크에 공급되는 전압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이한 전압 전류에 유연성 있는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 보조 에너지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전압 수위, 전류 종류와 질적인 문제

에 따르는 문제를 쉽게 수용할 수 있고 인터

럽션(Interruption)이 없어야 한다. 네트워크 

전압 수위와 전류 종류는 0과 4-20mA의 전

류를 갖는 고유안전성 전류 루프에 전원 공급

을 하는 직류전압 24V는 적절해야 되며, 다

양한 주변장비들에 많이 사용되는 교류전압 

220V는 마그네틱 유도유량계, 여러 응용에 

사용되는 분석장비, 프린터에 전원을 공급 해

야만 한다. 여기서 변압기(Transformer)로 

전압을 간단히 손실없이 승압이나 강하가 가

 

그림 1.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보조에너지 공급 



능하기 때문에 교류전압의 교류전압의 크기 

220V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

니다. 

네트워크 전압의 질은 일반적으로 운용시에 

연속적으로 전압 내구성 ±10%, 주파수 내구

성 ±1Hz를 유지해야 한다. 프로세스 시스템

에 대한 보조 에너지 공급장치의 구축은 품질, 

이용성과 인터럽션이 없음에 대한 요구를 예

상하고, 적정수준의 가격 실현화가 가능하고 

보호장비를 취급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전원공급 시에는 220V와 

24V(직류, 교류)에 대한 측정, 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은 정류기와 변환기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구성한다. 220V 교류전압의 전원공

급 네트워크로부터 측정 제어장비에 대해 필

수적인 전압을 직접적으로 교류전압 220V와 

변압기 24V에 공급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공분야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제공되며, 네트워크 전송시에 자동적으로 다

른 네트워크로 스위칭되는 전송 분배기

(Transfer Distributor)에 의해 제어 계측 장

비는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원공급은 전기신호 4-20mA와 고유

안전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4-

20mA 아날로그 신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

호를 기반으로 필드버스에도 이와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한다. 필드버스와 아날로그 신호 데

이터 전송시 화공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방폭영역과 결합하여 일반 화공분야에서 사용

 

그림 2. 하나의 전송 분배기를 갖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부터 보조에너지 공급 



되는 재료의 특성을 살펴본다. 

 

화공장비와 파이프라인 안에서 과잉의 압력으

로 인해 가연성의 가스나 유체가 존재하며, 

주변의 공기도 점화 원인이나 폭발의 원인이 

되는 가연성 있는 혼합물을 만든다. 방폭 경

계는 메탄과 공기 혼합물에서 대해서 5%, 공

기중의 메탄 15%, 수소-공기 혼합물에 대해

서 4% 정도이다. 가스-공기 혼합물이 연소될 

수 있는 상위의 온도를 인화점이라 하며, 벤

졸에서는 �11℃에서 +20℃ 정도이다. 

방폭 경계의 분류는 방폭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방폭이 가능한 주변이 

지속적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Area 0, 방폭 가능한 주변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을 Area 

1, 드물게 나타나거나 시간에만 나타나는 경

우의 영역을 Area 2로, 그리고 방폭가능한 주

면이 예상되지 않는 영역을 비방폭 Area로 

분류한다. 

 

고유안전성 

 

측정·제어장비와 보수·유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고유안전성이다. 이 고유안전

성은 전기아크(Electric Arc)와 불꽃에서 사용

된 에너지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주변에 의해 

표면의 온도가 스스로 연소되지 않도록 제한

되어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유 안전성 루프의 

전압 ·전류의 세기는 폭발 위험이 있는 구간

의 바깥부분 안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나 안

전 베리어(Safty Barrier)를 제한하고, 전류 

루프가 어느 정도의 인덕티비티와 캐퍼시터를 

최대한 가질 수 있는가를 지시해야 한다. 고

유안전성의 개념에 따른 디바이스들의 배치는 

거의 “표준화된 솔류션”(그림 3참조)에 따라 

정의되어진다. 

 

 

그림 3. Area 1에서의 측정·제어 장비 



전제조건으로는 먼저 고유안전성과 비고유안

전성 전류 루프 사이에 분리에 의해서 방폭의 

위험이 없는 Switching Room이 있어야 한다. 

고유안전성이 있는 전류 루프는 비고유안전성

이 있는 루프로부터 분리되어 설계되고 트랜

스미터의 와이어링 블록과 전원공급 장비에 

따라 즉시 비고유안전 전류 루프에 전송되어 

어려움 없이 연속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Area 1에 대해 설치가능한(허용) 트랜스미터, 

위치 제어기와 방폭 위험이 없는 영역 안에서 

제공된 전원 공급기는 운용하는 동안에 그리

고 여러 주변환경의 간섭시(영향)에도 점화원

이 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카테고리 

ib). 전원공급기는 대부분 모든 종류의 온도에 

다른 분류와 방폭 그룹에 대해 허용(가능)되

어야 하며, 필드 설치에 대해서는 IP20이 요

구되므로, Area 1과 관계 있는 화공장비는 측

정 및 제어 장비에서 방폭위험이 발생되지 않

도록 설치해야 한다. 

 

Area 2는 단지 정상운용동안에 점화원이 없

도록 설치하고 간단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  Area 0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로서 Area 0을 갖는 용기 

내부의 온도 센서는 보호 파이프를 통해 분리

되거나, 분리 멤브란은 점화보호 막이 있는 

압력 트랜스미터를 Area 0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Area 0안의 측정이 어

려울 경우, 카테고리 ia의 측정장비를 응용한

다. 즉 한 에러의 발생시에 점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분야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에 대해서 요

구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디스크리트 자동화

와는 다르다.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의 증가, 

본질 안전 플랜트 안에서의 운용, 버스 케이

블상에서 전원공급의 전송이 중요하다. 프로

세스 산업에서는 순환시간의 90%가 100ms

로부터 1s 범위 안에 있다. 상호운용성과 데

이터 교환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며, 서비스가 요구될 때 유지 보수하는 엔

니니어는 플랜트의 본질 안전성의 위배됨이 

없이 플랜트 동작동안 하나의 장비를 보정하

거나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데이터 전송 

 

아날로그 전송방식에서는 센서는 프로세스 정

보(측정값)을 하나의 전기적 단위신호(4-

20mA)인 정보 캐리어로서 제공되며, 정보의 

내용은 부가적으로 정의되어 이 4-20mA는 

수위(레벨) 0…35m 또는 1…10bar 압력에 해

당된다. 이 순수 정보의 지속적인 처리는 자

동화 구조의 상위 레벨 안의 PLC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현대의 센서는 디지털 신호처리

를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소지하며, 물리

적인 측정효과에 힘입어 비선형성을 쉽게 비

교하며 고 순위의 측정 정확성을 가능하게 한

다.  

 

개선된 측정 기술 외에 부가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응용으로 지능형 센서는 측정 정

보 이상의 것을 제공함으로서 센서 안에서 이

미 측정값이 선행처리를 만든다. 탱크의 게오

메트리의 고려하에 수위 신호의 선형화는 수

위 신호로부터 볼륨 측정을 만든다. 다변수 

트랜스미터(Multivarable Transmitter)라 불

리는 새로운 개념의 센서는 고유의 주측정값 

외에 부가적으로 온도 값이나 유량, 밀도, 볼

륨, 온도 등의 측정값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

술을 통해서 센서는 스스로 모니터링이 가능

하고 향상된 장비의 안전성을 기여할 수 있다. 



여러 벤더(Vendor)들이 널리 수용함에도 불

구하고 4-20mA 신호는 현대의 센서와 자동

화 시스템의 연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약한 면이 있다. 정보에 대한 4-

20mA 신호를 갖는 데이터 전송은 한방향 전

송을 갖게 되므로 지능형을 사용하여 빠른 시

운전, 유연한 파라미터의 최적화나 에러 진단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양방향 전송의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4-20mA 신호를 이용하여 양방

향 데이터 전송을 하고자 할 때는 케이블로 

인한 I/O 콤퍼넌트가 많이 요구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디지털 기술의 응용으로 얻을 

수 있는 높은 정확한 측정값이 D/A, A/D 변

환기로 인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대책으로 높은 회로설계에 따른 비용부담

이 증가하게 된다. 디지털 신호 전송시에는 

주 특정값이 디지털로 전송되고 자동화 시스

 

표 1. 아날로그 신호 4-20mA와 디지털 신호 전송의 비교 



템에서 센서 구동기의 연결은 하나의 버스 라

인에 함께 연결됨으로 케이블의 절감으로 인

한 I/O 컴포넌트의 수가 적어지게 되어 가격

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지능형 장비의 활용으

로 인한 다양한 솔류션을 얻을 수 있다(그림 

4와 표 1 참조). 

 

화공분야에 대해서는(방폭에 대한 고유안전성

이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경쟁적인 

필드버스 시스템이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는데, 

현재 PROFIBUS-PA와 Foundation 

Fieldbus(FF)가 있다. PROFIBUS와 FF의 개

발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PROFIBUS와 FF

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한다(그림 5참조). 

 

프랑스에서 개발되어진 FIP(Factory 

Instrumentation Protocol) -Bus는 프랑스 규

격화로 EN 50170에 하나로서 Master-Slave 

Bus 접근방식(Arbiter)을 사용하여 ISO/OSI 

1,2,7계층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다. 방폭영역

에 대한 응용이 문제시되었고 남부유럽지역 

PLC 사용에 많이 응용된다. PROFIBUS도 

ISO/OSI 1,2,7계층을 사용하며 하이브리드 접

근방식을 사용한다. 일찍이 ESPRIT프이브리

드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일찍이 ESPRIT 프

 

그림 4. 아날로그 · 디지털 전송방식에 있어서의 구현화 비용의 비교 

 

그림 5. Profibus와 Foundation Fieldbus의 개발 역사 



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FICIM(Fieldbus 

Integration into CIM)은 이 두 필드버스

(PROFIBUS, FIP)에 대해 응용 소프트웨어의 

공동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구현화 하였으나 

엄청난 부가적인 소프트웨어의 비용으로 거의 

의미가 없었다. 응용과 관계되는 데이터 의미 

즉 디바이스 서술과 Function Block의 정의

에 대한 일치를 규정할 수 있는 User Layer

가 이 두 개의 필드버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다른 Vendor의 필드 디

바이스가 간단한 방법으로 상호운용성과 상호

교환성이 가능해야 한다. 

 

1992년 9월에는 방폭영역과 화공분야 그리고 

상호운용성에 대한 유저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필드버스(PROFIBUS)를 개발하기 위

한 목적으로 ISO(Interoperable System 

Project)가 Siemens, Yokogawa, Rosemount, 

Fischer)에 의해 시도되었다. 가능한 한 여러 

Vendor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ISP는 

User Group(ISP User Group)을 구성하여 

ISP 개발을 사용하는 권리를 공동으로 합의하

였다. FIP Europe User Group은 특히 ISP에 

평행으로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과 PLC 제작

자를 통해 FIP로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과 

PLC 제작자를 통해 FIP Nord -America User 

Group을 지원하였다. 

 

특히 ISP의 공동설립 멤버인 Fischer-

Rosemount는 ACHEMA94을 즈음하여 ISP는 

스스로 고유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FIP 

Nord-America와 합류가 될 것이라 공식적으

로 공표하였다. 하나의 유일한 필드버스를 목

표로 하여 새로이 구성된 조직을 Fieldbus 

Foundation(FF)이라 하며, 2년후에는 규격은 

FIP(데이터 링크 계층)와 ISP(응용 계층)을 

사용하여, 단일화된 스택안에서 서로 다른 계

층을 통합하였다. 1994년에는 PNO(Profibus 

User Group)는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해 

PROFIBUS에 ISP의 고유 결과를 계속 개발

하기로 결정하였고, 1995년 INTERKAMA에

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PROFIBUS와 FF의 

특징을 표 2에 나타내었다. 

 

P R O F I B U S ( P r o c e s s  F i e l d b u s )  

 

프로세스 분야에 사용되는 고유안전성과 관계

되는 필드버스로는 위에 언급한 두 개의 필드

 

표 2. PROFIBUS와 Foundation Fieldbus의 비교 



 

그림 7. FISCO – Model 원리 

버스외에 LonWorks, P-NET이 여기서는 

Profibus만을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EN 

4027의 중용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rofibus는 벤더 독립의 개방형 프로토콜로서 

필드장비를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Fieldbus의 하나이다. Profibus-프로

토콜은 버스 접근방식의 제어에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요구를 고려해야만 한다. 

 

먼저 마스터 사이의 통신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기준에 따른 각각의 스테이션이 통신과

제의 실행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마스터사이의 실시간 처리가 보장됨을 의

미한다. 또한 복잡한 자동화 장비(마스터)와 

여기에 연결된 간단한 주변 장비(슬레이브)사

이의 통신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순환적

(Cyclic) 실시간 처리와 관계있는 데이터 교

환이 가능해야 한다. Profibus의 접근방식은 

마스터 사이에는 토큰 패싱 접근방식 그리고 

액티브 스테이션(마스터)와 그 주변장비(슬레

이브) 사이의 마스터/슬레이브 접근방식을 합

한 하이브리드 버스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6. Profibus Bus 접근방식 



 

토큰 패싱의 접근방법은 마스터 사이의 데이

터 교환은 토큰이 정해진 시간구간 안에 토큰 

접근 권한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마스터로부터 다른 마스터까지의 송신 권한의 

위임을 위한 토큰 메시지는 모든 마스터들의 

순서에 따라 최대 토큰 순환 시간 안에 넘겨

주어야 한다. 마스터/슬레이브 접근방식은 마

스터에 속해있는 슬레이브 장비와 통신 할 수 

있는 송신 권한을 마스터가 소유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슬레이브에 메시지를 전송하거

나 넘겨받게 하는 가능성을 받는다. 

 

위에 Profibus의 데이터 링크 계층을 간단히 

서슬과 더불어 물리 계층의 규격은 위에 서술

한 고유안전성과 밀집한 관계가 있어 물리 계

층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Profibus나 

FF(Foundation Fieldbus)는 물리계층에 대한 

규격은 IEC 1158에 따라 일치하기 때문에 고

유안전성의 개념은 일치한다. 

 

필드버스 응용시에는 고유안전성에 관계되는 

여러가지의 제약을 주목하고 이에 여러 필드 

장비 제작회사들과 연계하에 PTB(Physikali- 

sche Technische Bundesanstalt)는 

FISCO(Field-bus Intrinsically Safe Conept) 

Model을 통해서 단순한 한 두 개의 경계 조

건의 고려하에 다른 기술 기술적으로 필요한 

관측을 통해서 고유안전성 루프의 계산적인 

문제를 해결할 있음을 증명하였다.  

 

FISCO 모델에서는 능동 스테이션(Active 

Station)과 수동 스테이션(Passive Station) 으

로 구분한다. 케이블에 전원을 공급하고, 전송 

속도를 변환시키는(31.25kbps) Segment 

Coupler는 능동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외

에 다른 모든 스테이션(필드장비, Bus 

Terminator)는 수동 스테이션으로 분류한다. 

FISCO 모델에 따른 설치는 Eex(ib)IIC/IIB, 

Eex(ia)IIC 응용시에 경계값을 얻어야 하고 

이것들은 전원공급기, 스테이션의 수, 케이블

과 케이블 터미네이션에 관계된다. 각각의 필

드 장비는 최소한 10mA 전류를(평균값) 필요

로 하는데 이를 기본 전류(Base Current) 라 

한다. PROFIBUS-PA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와 FISCO -Model는 IEC Norm IEC 1158-2

에 대응된다. 맨체스터 코딩에 따른 통신 신

호는 기본 전류와 관계하여 모듈레이션

( Modulation)을 통해 ±9mA 사이의 경계안

에 도달한다. 

 

하나의 필드 디바이스가 에러 발생을 할 경우

에 전체 버스가 정지되지 않기 위해, FISCO -

Model 안에서 모든 필드 디바이스안에 

FDE(Fault Disconnection Electronics)의 응

용이 FISCO 모델안에서 권장되는데 이것은 

 

그림 8. 전류의 흐름 



최대 수용되는 전류를 제한한다. 

필드버스에 연결된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운영 전류와 에러 경우의 최대 전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데이터 교환을 하는데 가장 

큰 전류를 소비하는 디바이스, 버스와 외부전 

원 공급 디바이스는 확정되고, 버스와 외부 

전원 공급 디바이스의 상호연결시에는 EN 50 

020에 따라 외부전원공급 디바이스에서는 분

리가 만들어져야 함을 주목해야 하고,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FISCO 모델에 상용하는 

그림 9. PROFIBUS DP 및 PA의 구조 

 

그림 10  Foundation Fieldbus의 구조 



증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드버스에 서로 다

른 벤더들에 의해 제작된 디바이스의 연결을 

특수한 배열에 대한 시스템 기술(서술)을 필

요로 했으나, 특별한 시스템 서술없이 고유안

전 필드버스 시스템에 간단한 설명의 특징으

로 하여 디바이스를 상호연결할 수 있는 장점

이 FISCO 모델에 있다. 디바이스의 교환시에

는 FDE에 대해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류와 

기본 전류가 알려져야만 하고, 하나의 필드 

디바이스가 10mA 이상의 기본 전류를 사용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연결되는 장비의 수가 

감소된다.  Area  0안에서의 디지털 디바이스

와 안전성을 위해 갈바딕(Galvanic) 분류가 

없는 EEx(ia)에서는 하나의 BUS에 Eex(ia) 

디바이스와 함께 운용된다. Profibus 와 FF 필

드버스의 고유 안전성을 그림 9,10에 나타냈

다. 

 

C O M M U W I N  Ⅱ 

 

COMMUWIN Ⅱ는 Endress + Hauser에 의

해 개발된 지능형 장비와 공정제어 사용되는 

범용성 있는 Parametrization Tool이다. 1997

년 상반된 출시된 Parrametrization Tool 

V1.0, V1.5에 이어 현재 2.0까지 개발되어 있

으며 특히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도움으로 PROFIBUS-PA, HART, 

INTENSOR 통신 프로토콜 등이 배열

(Configuration) 그리고 모니터링될 수 있다. 

MS 윈도우 하에서 운용되며 트랜스미터의 

On-Line, Off-Line의 배열(Configuration), 

Ultrasonic Sensor와 Microwave 

Transmitter부터의 Curve의 디스플레이

(Display), Transmitter Parameter의 

Uploading과 Downloading, 측정값과 제한된 

값의 단순한 디스플레이 등을 지원한다. 

그림 11. COMMUWIN Ⅱ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의 예 



Commuwin Ⅱ는 Mandatory/Optional 

Parameter을 근거로 PROFIBUS-PA 

Protocol로 이루어진 다른 벤더 장비와 동작

을 가능하게 한다. 한장비에 모든 배열 파라

미터(Configuration Parameter)는 모든 매트

릭스( Matrix) 안에서 분류된다. 동일한 열에 

기능적으로 유사한 값으로 분류되며 이 매트

릭스 구조는 메모리의 저장, 사용방법의 단순

화의 장점을 제공한다. 필드버스에서 어떤 기

능을 디바이스가 가져야 하는 것을 확정해야 

하는데 있어, 기능성의 분배를 필요로 하며, 

이를 Function Block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Device Profile은 선형화, 보정(Calibration)과 

다른 연산 Data(SENSOR_VALUE), 측정 기

술을 포괄하는 디바이스의 명시된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정의하여야 하며, Function Block

은 분산된 응용 구현화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경고신호(Alarm) 등의 특성을 정의

한다. 아날로그 입력(AI), 출력(AO) 블록들은 

측정과 구동기 기능 등을 지원하는데 요구될 

수 있으며, PID 제어기는 중앙 시스템을 필드 

장비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필드버스에 

장비 안의 PID 제어기의 기능성이 존재할 때

는 센서의 제어를 PID 제어기로부터 계산된 

제어 입력은 반 변수로부터 읽어내고 필드버

스로부터 구동기로 전송된다. 

 

Profibus PA의 프로파일은 디바이스 프로파

일 A와 B로 분류된다.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 

A는 ISP 3.0규격에서 정의된 한 부분으로 온

도, 압력, 수위 레벨과 흐름, Positioner 

Actuator와 같은 디바이스와 관계되며, 디바

이스 파라미터의 논리적인 구분을 위해 

Physical Block, Function Block로 정의된 블

록이 사용된다. 각각의 블록을 Static Block 

Data의 Revision Nr, Process Identifier(Tag), 

Function Blck Group, Device Identification 

등 일곱 가지의 Standard -Block Parameter

로 정의도며, 부가적으로 Physical Block 안

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의 인식

을 위한 파라미터가 준비되어 있다. 

 

Function Block은 “측정되는 필드 디바이스”

와 “제어되는 필드 디바이스”로 분류되며, 표

준 블록 파라미터외에 프로세스 파라미터, 

“Auto 모든 안의 Process 값”, “측정범위와 

단위”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입력(AI)를 정의

하고, 이외에 장비 안의 측정 포인트가 주어

진 경고, 알람(Alarm) 경계 신호 값의 초과와 

미달 여부를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계치 

모니터링을 위한 Alarm Parameter가 추가된

다.  

 

“제어되는 필드 디바이스”는 아날로그 입력

(AO)로 나타내며, “측정된 필드 디바이스”에

서와 마찬가지로 표준 블록 디바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준 블록 파라미터 외에도 프로

세스 파라미터 “Positioner Actuator의 실제 

값”과 “이상적인 값”, “현재 위치”등을 확정

하는 기능이 더 추가된다. Class A의 디바이

스는 최소한 두개의 통신 연결을 제공하고 즉

시 자동화 유닛과 데이터 교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열(Configuration)이 되지 않아야만 

한다. Class B는 Function Block Scheduling, 

“Distributed Database”, “DDL”등이 있다. 

Physical Block에는 Device운용에 필요한 객

체들이 조합되어 있고,  Function Block 안에

서 일치되어 교환되는 모든 객체들과 동일하

다. 

 



Profibus -PA 의 Profile 구성을 살펴보기 위

해 Endress + Hauser사에서 개발되 

Commuwin Ⅱ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E+H

사의 장비 경우는 여러 Function Block으로

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오퍼레

이팅 매트릭스(Operating Matrix)안에서 발견

되고 Function Blocks 안의 특수한 파라미터

를 배열(Configure)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Function Block은 Live List로부터 선행되고, 

또한 이용될 수 있는 장비의 타입에 좌위된다. 

전형적인 트랜스미터는 Standard Matrix, 

Physical Block, Transducer Block, Analog 

Input Block을 가지고 있다. Matrix는 모든 

매트릭스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나머지 세 개

의 블록은 연결되는 트랜스미터에 의무

(Mandantory), 선택(Optional)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Physical Block PA 프로파일에 의해 요구되

는 일반 디바이스 정보와 관계되고, 디바이스

의 선형화와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한다면, 트

랜스듀서(Transducer) 블록은 주로 보정

(Calibration)과 관계 있다. 트랜스듀서로부터 

출력은 Analog Input function Block에 전달

하고 시스템에 전송된다면 측정된 값이 상태

(Status)를 검사하고 측정된 값은 스스로 규

격화되어 OUT_SCALE 파라미터에 따라 

Scaled된 값이다. 시스템에 출력 전에는 결과

값이 경보 제한(Alarm Limit)에 대해서 검사

되어 적절한 상태(Status)가 만들어진다. 

 

 

그림 12. COMMUWIN Ⅱ에서의 Profibus-PA 프로파일 구성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