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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us  
통신형 입출력을 위한 RS485[RS232,RS422]통신 프로토콜 

 

 

 

 

KiBus는 RS232 또는 RS485 통신을 이용하는 입출력 장치를 보다 쉽게 제어하기 위해 다

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ModbusRTU 프로토콜과 NuDAM, ADAM, IOCP 등의 다수의 제품

군에서 사용 하는 프로토콜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기산시스템의 고유 통신 프

로토콜입니다.  

현재 KM60xx, KD70xx 계열의 통신형 입출력 모듈에 적용되어있습니다.  

 

 

 

 

 

1. KiBus의 장점      ---------------- 2 

2. KiBus의 특징   ---------------- 2 

 메모리 영역구분       ---------  3 

 명령의 종류      ---------  4 

3. 프레임 구조   ---------------- 5 

 체크섬       ---------- 8 

4. 명령/응답 테이블  ---------------- 9 

 GET        ---------- 9 

 SET        ---------- 10 

 ACT        ---------- 11 

 POINT        ---------- 12 

5. 오류 프레임   ---------------- 13 

6. 체크섬 구현 예제  ---------------- 14 

7. 예제 프로그램   ---------------- 15 

 

범례 

1. <CR> 1바이트 데이터로 0x0D를 의미합니다. 

2. 본문의 예제에서 숫자와 #,$,?,*,!,-,G,S,P,A 등은 1바이트 ASCII 문자를 의미합니다. 

3. #01G0001xx<CR> 에서 xx는 2바이트 체크섬을 의미합니다. 체크섬은 헤더#,*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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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Bus의 장점  

1. ModbusRTU의 간결하고 확장성이 높은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여 제품의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명령어 구조로 구성됩니다. 즉 모든 제품에서 같은 명령어와 명령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프로토콜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2. NuDAM, ADAM, IOCP등에서와 같이 ASCII 코드를 사용하여 일반 터미널 프로그램에

서도 쉽게 테스트 가능합니다. 또한 오류체크 기능의 유무에 따라 명령어를 다르게 함

으로써 프로토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소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NuDAM 프로토콜에서의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고, ModbusRTU 구현의 어려움을 해

결해준 KiBus 프로토콜은 ModbusASII의 성능을 가지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2) KiBus의 특징 

 1. 일반적으로 RS485 또는 RS232/422 통신에 적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2. 일반적인 RS485 통신 프로토콜의 규칙을 따릅니다. 

 

Unicast Mode[ ID영역 1~247 ] 

 

 

 

Broadcast Mode [ 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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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메모리 영역 구분 

워드/비트 읽기/쓰기 KM60xx, KD70xx 

읽기/쓰기 가능영역 0x00 ~ 0x2F [제품별 체크] 
워드 메모리 영역 

읽기전용 영역 0x80 ~ 0xAF [제품별 체크] 

읽기/쓰기 가능영역 0x00 ~ 0x0F [제품별 체크] 
비트 메모리 영역 

읽기전용 영역 0x80 ~ 0x8F [제품별 체크] 

  주의) KM60xx, KD70xx 모델에 따라 메모리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M60xx, KD70xx의 KiBus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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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령 종류  

워드읽기[G], 워드쓰기[S], 비트읽기[P], 비트쓰기[A] 4가지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워드명령 프레임 예제 

헤더종류 워드읽기[G] 워드쓰기[S] 

체크섬 사용 

‘#’, ‘*’ 

명령: #01G0001xx<CR> 

응답: *01G0001,1234xx<CR> 

명령: #01S0002,1234,5678xx<CR> 

응답: *01S0002,1234,5678xx<CR> 

체크섬 사용없음 

‘$’, ‘!’ 

명령: $01G0001<CR> 

응답: !01G0001,1234<CR> 

명령: $01S0002,1234,5678<CR> 

응답: !01S0002,1234,5678<CR> 

  

 비트명령 프레임 예제 

헤더종류 비트읽기[P] 비트쓰기[A] 

체크섬 사용 

‘#’, ‘*’ 

명령: #01P8004xx<CR> 

응답: *01P8004,0101xx<CR> 

명령: #01A0008,00-1-010xx<CR> 

응답: *01A0008,00-1-010xx<CR> 

체크섬 사용없음 

‘$’, ‘!’ 

명령: $01P8004<CR> 

응답: !01P8004,0101<CR> 

명령: $01A0008,00-1-010<CR> 

응답: !01A0008,00-1-010<CR> 

  

5. 체크섬 기능을 가진 머리문자와 그렇지 않은 머리문자를 지원함으로써 작은 시스템

은 물론 중요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체크섬 기능이 없는 

명령어는 일반 터미널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체크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6. 데이터는 ModbusRTU 프로토콜에서와 같이 16비트 워드 또는 비트 단위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7. 워드 데이터, 비트 데이터 모두 고유의 데이터 주소를 가집니다. 제품별 고유 주소 

는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각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모든 ASCII 숫자는 16진수의 표현입니다. 즉 프레임의 워드 데이터 1234는 십진수 

로 4660을 의미합니다. 

  

9. 프레임의 구성은 특수문자 [$ # ? * ! ,]와 영문 대문자, 숫자로 구성됩니다. 

  [모듈 정보에 대한 ?ID 명령에 대한 응답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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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임구조  

 

머리문자 통신주소 데이터 체크섬 끝 문자

1바이트 2바이트 크기 변동[최대 4+5x16=84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머리문자의 구성 

문자 설명 

# 체크섬 2바이트가 포함된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한 머리문자입니다. 

체크 무늬와 비슷하여 체크섬 사용 머리문자로 사용합니다.   

응답은 #와 비슷한 문양의 *를 머리문자로 하는 프레임이 도착합니다. 

* #의 명령어에 대한 응답 머리문자입니다. 

체크섬을 사용하는 응답으로 체크섬 2바이트가 포함되어서 응답합니다. 

$ 체크섬을 사용하지 않은 프레임을 이용하기 위한 머리문자입니다. 

일반 터미널 등에서 수동으로 제품을 테스트 할 때 유용합니다.  

응답은 !를 머리문자로 하는 프레임이 도착합니다.  

! $의 명령에 대한 응답 머리문자입니다. 

체크섬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체크섬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모듈의 ID, 모델, 메모리 주소등에 대한 정보요청 머리문자입니다. 

통신망에 단독으로 부착된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듈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ID<CR>   명령 

 

응답 구조의 구성 기본 구성 

1.ID xx                  <- 통신주소 

2.Model xxxx            <- 모델명 

3.wR/W xxyy,xxyy        <- 워드 읽기/쓰기 가능 메모리 주소 

4.wR// xxyy,xxyy         <- 워드 읽기 가능 메모리 주소 

5.bR/W xxyy,xxyy        <- 비트 읽기/쓰기 가능 메모리 주소 

6.bR// xxyy,xxyy         <- 비트 읽기 가능 메모리 주소 

위 항목은 기본 사항이고 제품별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1번의 xx[2바이트]는 현재 통신주소를 의미합니다.  

2번의 xxxx 길이는 무관하면 모델명입니다.  

3번은 읽고/쓰기 가능 워드 데이터 주소영역입니다.  

시작주소[xx]와 데이터 개수[yy]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wR/W 0002,7001 이라면 00번지에 2개의 워드데이터,  

70번지에 1개의 워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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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주소  

통신주소는 2바이트로 이루어지면 01[1번] ~ F7[247번]까지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십진수 20번에게 보내기 위한 주소영역의 2바이트의 14가 된다.  

즉 10진수의 20은 16진수에서는 0x14 이므로 주소영역이 14가 되는 것이다. 

00번은 모든 장치에 전송되는 주소이지만 사용 가능한 명령이 한정 되어있다.  

 

데이터 구성 

명령 데이터 시작주소 데이터 개수 데이터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크기 변동[최대80바이트] 

 

명령 

S : SET을 의미하며 쓰기명령입니다.  

 쓰기 가능영역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G : GET을 의미하며 읽기 명령입니다.  

 읽기 가능영역을 읽어올 때 사용합니다.  

A : ACT를 의미합니다. 릴레이 등 출력을 명령을 위한 비트 명령입니다.  

 비트단위로 출력을 제어할 때 유용합니다. 

P : POINT를 의미합니다. 접점 입출력 상태를 비트단위로 읽을 때 사용합니다. 

 비트단위로 상태를 체크 할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 시작주소 

 S,G 명령/응답에서 2바이트는 워드 데이터 주소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A,P 명령/응답에서 2바이트는 비트 데이터 주소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각 장치에 따라 읽기/쓰기 영역이 다르고, 바이트, 비트 데이터 영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장치의 데이터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개수 

 S,G 명령은 워드 단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01 ~ 10 까지 가능합니다. 

 A,P 명령은 비트 단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01 ~ 10 까지 가능합니다.  

  

통신 프레임 길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길이를 0x10[16개]까지 제한 합니다.  

 워드 데이터 개수가 16개인 경우  

 데이터 길이는 5x16 이므로 전체 프레임 길이가  

8+(5x16)+2[sum]+1[CR]=91바이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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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명령 데이터 구성 

S S0003,1111,2222,3333 [ 시작주소 00, 데이터 개수가 03인 경우]  

워드메모리 주소 0x00 0x01 0x02 

워드 값 0x1111 0x2222 0x3333 

  

G 데이터 없음 

A A0206,01-110 [ 시작주소 02, 데이터 개수가 6개인 경우]  

비트메모리 주소 0x02 0x03 0x04 0x05 0x06 0x07 

비트 값 0 1 0,1 1 1 0 

 0x04번지의 값은 기존의 값이 유지됩니다. 

 비트 데이터[A명령에서 사용되는 비트 값의 의미] 

비트 값 비트 의미 

‘0’ 0 값으로 설정 

‘1’ 1 값으로 설정 

‘-‘ 기존의 상태 유지 
 

P 데이터 없음 

 

응답 데이터 구성 

S 명령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수신됩니다. [머리문자 제외]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G G0302,1234,5678 [ 시작주소 03, 데이터 개수가 02인 경우] 

워드메모리 주소 0x03 0x04 

워드 값 0x1234 0x5678 
 

A 명령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수신됩니다. [머리문자 제외]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P P0008,01100100 [시작주소 00, 비트 개수 8개인 경우] 

비트메모리 주소 0x00 0x01 0x02 0x03 0x04 0x05 0x06 0x07

비트 값 0 1 1 0 0 1 0 0 
 

 

끝 문자  

<CR>로 표현되는 헥사코드 0x0D를 의미하며 일반 터미널에서는 엔터키 입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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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섬  

체크섬은 문자 전송 중 외부 잡음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 변경 등을 체크하여 처리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보완 사항입니다.  

체크섬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통신환경이 좋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시스템에서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체크섬의 생성방법 

머리문자를 포함 데이터 문자를 모두 합하여 나온 결과값을 2바이트의 헥사 ASCII 문자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 프레임이 다음과 같다면  #01S0102,1234,5678xx<CR> 여기에서 xx에 해당하는 부분

이 체크섬 부분이 됩니다.  

계산을 위해 머리문자와 데이터 부분을 헥사 값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0102,1234,5678 

0x23[#]0x30[0]0x31[1]0x53[S]0x30[0]0x31[1] 0x30[0]0x32[2]0x2C[,] 

0x31[1]0x32[2]0x33[3] 0x34[4]0x2C[,]0x35[5]0x36[6]0x37[7] 0x38[8] 

0x23+0x30+0x31+0x53…………  모두 합하면  = 0x396         16진수 표현  

(35 + 48 + 49 + 83 …………     모두 합하면 = 918            10진수 표현 ) 

 

결과적으로 결과값 0x396 에서 끝 두 자리 수 0x96 이 체크섬 2바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01S0102,1234,567896<CR> 

 

# : 체크섬 유효 머리문자입니다. 

01 : 통신 주소 1번을 의미합니다.  

S : SET 명령입니다.  

01 : 데이터 주소 1번부터 적용할 데이터 입니다.  

02 : 데이터 주소로부터 2개의 워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 데이터의 시작을 알려주는 구분 문자입니다. 

1234 : 데이터 주소 1번지의 값을 0x1234로 변경합니다. [쓰기가 가능한 번지일 경우] 

, : 데이터의 시작을 알려주는 구분 문자입니다. 

5678 : 데이터 주소 2번지의 값을 0x5678로 변경합니다. [쓰기가 가능한 번지일 경우] 

96 : 체크섬을 의미합니다.  

<CR> : Carrage Return을 의미하며 0x0D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일반 터미널에서는  

엔터키 입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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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령/응답 테이블 

 

GET 명령 예제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01G0001<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G : 워드읽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읽을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1 : 읽을 워드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워드 읽기 요청가능 ] 

 

응답 

!01G0001,1234<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G0001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7바이트 

,1234 : 1워드 문자열, 5바이트 [,1234는 워드 0x1234를 의미] 

 

명령 [체크섬을 이용할 경우] 

#01G0001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G : 워드읽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읽을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1 : 읽을 워드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워드 읽기 요청가능 ] 

xx : “#01G0001”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응답 

*01G0001,1234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G0001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7바이트 

,1234 : 1워드 문자열, 5바이트 [,1234는 워드 0x1234를 의미] 

xx : “*01G0001,1234”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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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명령 예제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01S0002,1234,5678<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S : 워드쓰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읽을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2 : 읽을 워드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워드 읽기 요청가능 ] 

,1234 : 0x00번지에 쓰고자 하는 워드 값 [0x1234] 

,5678 : 0x01번지에 쓰고자 하는 워드 값 [0x5678] 

 

응답 

!01S0002,1234,5678<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S0002,1234,5678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는 경우] 

#01S0002,1234,5678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S : 워드쓰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읽을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2 : 읽을 워드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워드 읽기 요청가능 ] 

,1234 : 0x00번지에 쓰고자 하는 워드 값 [0x1234] 

,5678 : 0x01번지에 쓰고자 하는 워드 값 [0x5678] 

xx : “#01S0002,1234,5678”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응답 

*01S0002,1234,5678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S0002,1234,5678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xx : “*01S0002,1234,5678”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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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명령 예제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01A0005,11000<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A : 비트쓰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쓰기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5 : 변경 비트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비트 쓰기 요청가능 ] 

,11000 : 0x00~0x04번지에 쓰고자 하는 비트 값 [11000] 

 

응답 

!01A0005,11000<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A0005,11000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1) 0x04번지의 비트값 변경예제 

$01A0401,1<CR> 

2) 0x02번지와 0x03번지의 비트값 변경예제 

$01A0202,11<CR>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는 경우] 

#01A0005,11000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A : 비트쓰기 명령코드, 1바이트 

00 : 쓰기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5 : 변경 비트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비트 쓰기 요청가능 ] 

,11000 : 0x00~0x04번지에 쓰고자 하는 비트 값 [11000] 

xx : “#01A0005,11000”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응답 

*01A0005,11000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A0005,11000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xx : “*01A0005,11000”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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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명령 예제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01P8008<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P : 비트읽기 명령코드, 1바이트 

80 : 읽기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8 : 읽을 비트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비트 쓰기 요청가능 ] 

 

응답 

!01P8008,11000010<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P8008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11000010 : 0x80~ 0x87번의 비트 상태 

 

1) 0x84번지의 비트값 읽기예제 

$01P8401<CR> 

!01P8401,0<CR> 

2) 0x82번지와 0x83번지의 비트값 읽기예제 

$01P8202<CR> 

!01P8202,00<CR> 

 

명령 [체크섬을 이용하는 경우] 

#01P8008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P : 비트읽기 명령코드, 1바이트 

80 : 읽기 영역의 시작 번지, 2바이트 [ 영역 0x00 ~ 0xFF ] 

08 : 읽을 비트의 수, 2바이트 [ 영역 0x01 ~ 0x10, 최대 16비트 쓰기 요청가능 ] 

xx : “#01P8008”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응답 

*01P8008,11000010<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P8008 : 명령 프레임 리턴 문자열 

,11000010 : 0x80~ 0x87번의 비트 상태 

xx : “*01P8008,11000010”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KiBus[키버스] 프로토콜 설명                                        2012.09.11 ver1.1 

http://www.kisansystem.kr 13

5) 오류 프레임 

명령에 대한 오류응답 프레임입니다.  

오류 번호 

오류 번호 설명 

02 데이터 시작주소, 데이터 개수 문자 오류 

03 데이터 개수 오류 최소01 최대10   [ 1~16개까지 가능 ] 

04 구분문자 오류 

05 데이터 영역 문자 오류 

11 쓰기 금지 영역 접근 

12 쓰기 데이터 값 오류 

13 쓰기 메모리 주소 오류 

14 읽기 메모리 주소 오류 

 

오류 응답 예제 

 

체크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응답 

!01E02<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E : 에러 응답 코드, 1바이트 

02 : 에러코드, 2바이트 [오류번호 참조] 

 

체크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의 응답 

*01E03xx<CR> 

* : 머리문자, 1바이트 

01 : 통신주소[슬레이브 어드레스], 2바이트 [ 영역 0x01 ~ 0xF7 ] 

E : 에러 응답 코드, 1바이트 

03 : 에러코드, 2바이트 [오류번호 참조] 

xx : “*01E03”의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된 체크섬,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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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크섬 구현 예제 

프로그램은 CodeVisionAVR 컴파일러를 위한 예제 소스입니다.  

체크섬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판단하여 응답여부를 평가합니다.  

프로그램에서 st->ExeptionCode=1로 설정되면 마스터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void FrameCheck(struct ram_structure *st) { 

WORD wtemp, sum; 

WORD i, len, size;  

 size=asc_to_hex(st->rBuffer[6])&0x000F; 

 size=(size<<4)|(asc_to_hex(st->rBuffer[7])&0x000F); 

  if(st->rBuffer[0]=='#') 

  len=2; 

 else  

  len=0; 

  

 switch(st->rBuffer[3]) 

 { 

 case 'S': 

  len += (size*5 + 8); 

  break; 

 case 'G': 

  len += 8; 

  break; 

 case 'A': 

  len += (size + 9); 

  break; 

 case 'P': 

  len += 8; 

  break; 

 default: 

  st->ExeptionCode=1; 

  break; 

 }  

 if(!st->ExeptionCode) 

 { //st->rxCnt는 머리무자에서 <CR>앞문자까지의 수신 데이터 수입니다. 

  if(len == st->rxCnt) 

  { 

   if(st->rBuffer[0]=='#')//체크섬을 이용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체크섬 체크  

   { 

    sum=0; 

    len=st->rxCnt-2; 

    for(i=0; i<len; i++) 

     sum += st->rBuffer[i]; 

     

    sum = sum&0x00FF;     

    wtemp=asc_to_hex(st->rBuffer[st->rxCnt-2])&0x000F; 

    wtemp=(wtemp<<4)|(asc_to_hex(st->rBuffer[st->rxCnt-1])&0x000F);

    st->rxCnt -=2;  

    if(sum != wtemp) 

     st->ExeptionCode=1;//체크섬 에러 

   } 

  } 

  else { st->ExeptionCod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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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제 프로그램  

void ReceiveProcessKiBus(struct ram_structure *st) 

{ 

WORD idx,i,j,size; 

BYTE temp; 

 

 for(i=0; i<4; i++) 

 { 

  temp=st->rBuffer[i+4]; 

  if( ((temp>='0')&&(temp<='9'))||((temp>='A')&&(temp<='F')) ){;} 

  else{ st->ExeptionCode=2;}//시작주소, 데이터 개수 문자에러  

 } 

 if(!st->ExeptionCode) 

 {  

  size=asc_to_hex(st->rBuffer[6])&0x000F; 

  size=(size<<4)|(asc_to_hex(st->rBuffer[7])&0x000F); 

   

  if( (size>=1)&&(size<=16) ) 

  {   

   switch(st->rBuffer[3]) 

   { 

   case 'S'://SET    

    for(i=0; i<size; i++) 

    { 

     idx=i*5 + 8; 

     if(st->rBuffer[idx++]!=',') 

      st->ExeptionCode=4;//구분 문자 에러  

     for(j=0; j<4; j++) 

     { 

      temp=st->rBuffer[idx++]; 

      if( ((temp>='0')&&(temp<='9'))||((temp>='A')&&(temp<='F'))){;} 

      else{ st->ExeptionCode=5;}//데이터 문자에러  

     }   

    }  

    break; 

   case 'G'://GET 

    break; 

   case 'A'://ACT 

     

    if(st->rBuffer[8]==',') 

    { 

     idx=9;     

     for(i=0; i<size; i++) 

     { 

      temp=st->rBuffer[idx++];     

      if( (temp=='0')||(temp<='1')||(temp=='-') ){;} 

      else{ st->ExeptionCode=5;}//데이터 문자에러  

     }  

    } 

    else{ st->ExeptionCode=4;}//구분 문자 에러  

    break; 

   case 'P'://POINT GET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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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t->ExeptionCode) 

   {          

    switch(st->rBuffer[3]) 

    { 

    case 'S'://SET  

     SetProcess(st);//쓰기 명령에 대한 처리 

     break;  

    case 'G'://GET 

     GetProcess(st);//읽기 명령에 대한 응답 

     break;  

    case 'A'://ACT 

     ActProcess(st);//비트 단위의 명령 처리 

     break;  

    case 'P'://POINT 

     PointProcess(st);//비트 상태 읽기 응답 

     break; 

    } 

   } 

  } 

  else 

  { 

   st->ExeptionCode=3;//데이터 개수 에러 01~16 까지 허용  

  } 

 } 

} 

에러 코드에 대한 응답  

void ExeptionProcessKiBus(struct ram_structure *st){ 

WORD i,idx; 

WORD sum;  

 for(i=0; i<3; i++) 

  st->tBuffer[i]=st->rBuffer[i]; 

  

 idx=3; 

 st->tBuffer[idx++]='E'; 

 st->tBuffer[idx++]=hex_to_asc(st->ExeptionCode>>4); 

 st->tBuffer[idx++]=hex_to_asc(st->ExeptionCode);     

  

if(st->rBuffer[0]=='#') { //Enable 

  st->tBuffer[0]='*'; 

  for(i=0; i<idx; i++) 

   sum += st->tBuffer[i]; 

   

  st->tBuffer[idx++]=hex_to_asc(sum>>4); 

  st->tBuffer[idx++]=hex_to_asc(sum); 

  st->tBuffer[idx]=0x0D; 

  st->CurrPos=0; 

  st->DestPos=idx; 

 } 

 else { 

  st->tBuffer[0]='!'; 

  st->tBuffer[idx]=0x0D; 

  st->CurrPos=0; 

  st->DestPos=id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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