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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사용자 설명서는 모비콘의 양방향 문자메시지

(SMS)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기와 모비

콘, 휴대폰과 모비콘, 또는 모비콘(MOBICON) 기기 

간의 통신에 대한 주요기능, 설정방법, 모비콘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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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구성 
[ 본 체 ] 

 

[ AC 전원 아답터 ] 

 

 

 

 

 

 

[ RS232 케이블 ] 

 

[ 소프트웨어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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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 구성 
 

3.1 모비콘 전면부 

 

  

시스템 검사

설정 모드 또는 온라인 모드 선택 

시스템 리셋 

Ext. I/O (외부 I/O 포트) 

RF 안테나 

WCDMA 상태 LED 

RS232 모드 선택 LED 

전원 상태 LED 

시스템 설정 RS232 

RS485 기기 연결 

RS232 기기 연결 

전원 (12~24V DC) 

WCDMA 

CHECK 1 포트 

Rx/Tx 상태 LED 

RS485 모드 선택 LED 

WCDMA 

CHECK 2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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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콘 LED 종류 ] 

LED 종류 LED COLOR 의 미 

CDMA 상태 적색 켜짐  모뎀 No Service 상태임 

  녹색 켜짐  호가 걸려 있는 상태임 

    깜빡거림  Idle 상태 / 호 걸려옴 

 황색 켜짐(깜빡거림)

호가 걸려 있는 상태이나 WCDMA  

모뎀의 감도가 나빠서 기지국과 정상 

통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 

전원 상태 적색 켜짐  전원 상태 정상 

   꺼짐  전원 상태 비정상 

RS-485 모드 녹색 켜짐  모비콘 통신 RS-485 설정 

   꺼짐  모비콘 통신 RS-485 설정 되지 않음 

Rx/Tx 상태 적색 켜짐  Rx Data 있음 

   꺼짐  Rx Data 없음 

  녹색 켜짐  Tx Data 있음 

   꺼짐  Tx Data 없음 

RS-232 모드 녹색 켜짐  모비콘 통신 RS-232 설정 

   꺼짐  모비콘 통신 RS-232 설정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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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비콘 좌우측면부 

 

전원 12~24VDC

시스템 설정 (모비콘 매니저) 

RS232 케이블 

RS485 기기 연결 *주1

RS485 / RS232 기기 

 DCS (분산형제어시스템) 

 BAS (빌딩제어및관제시스템) 

 PLC 

 RS485 또는 RS232통신 I/O 모듈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컴 

 MMI PC 

 터치 운전 패널 

 기타 RS485 또는 RS232통신 모듈

RS232 기기 연결 *주1

* 모비콘 설정 작업시 연결

AC/DC 전원 아답터 

(입력: AC220V, 출력: DC12V) 

 

* 주1 : 사용자 기기(외부기기)는 RS485 또는 RS232 통신 포트 중 하나를 선택 

(모비콘매니저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에서 선택)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 주2 : WCDMA CHECK1/2 포트는 제조사의 제품 점검용 전용 포트입니다. 

 

모비콘

매니저

<우측면> 

<좌측면> 

WCDMA CHECK 1 *주2 

WCDMA CHECK 2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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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비콘 하단부 

 

 

 

 

 

 

 

 

 

 

 

 

 

 

 

 

 

 

 

 

 

 

 
[ RS232 통신 포트 핀 할당] 

핀 번호 신 호 

2 RX (Receive Data) 수신 

3 TX (Transmit Data) 송신 

5 SG (Signal Ground) 접지 

 

☞ RS232 통신을 하는 사용자 기기(외부기기: PC등)가 DTE 타입일 때는 

모비콘의 RS232 타입이 “DCE” 이므로 RS232 통신 케이블은 1:1 Null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핀↔2번핀, 3번핀↔3번핀, 5번핀↔5번핀) 

 

☞ RS232 통신을 하는 사용자 기기(외부 기기)가 DCE 타입(포트가 대부분 

암놈(Female) 임.)일 때는 모비콘의 RS232 타입이 “DCE” 이므로 RS232 

통신 케이블은 2번핀과 3번핀이 연결되어 있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핀↔3번핀, 3번핀↔2번핀, 5번핀↔5번핀) 

 
 

시스템 검사 : 

모비콘의 검사를 위한 제조사의 전용 통신 

포트로서 일반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음 

 

설정모드 | 온라인 모드 :  

모비콘의 설정 모드 및 온라인 모드 선택 

절환 스위치 (모비콘 매니저 사용하여 모

비콘의 파라메터 값의 설정등을 할 때는 

설정 모드로 스위치를 절환하여야 합니

다. 모비콘과 기기와의 시리얼 통신 운전

시는 온라인 모드로 스위치가 절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절환스위치가 중간에 놓여 있으면 안됩니다. 

시스템 리셋 :  

모비콘의 각종 설정, 파라메터 값을 

리셋 시킴. 

EXT. I/O : (외부 I/O 모듈 연결 포트) 

모비콘 전용 외부 I/O 모듈 (IOM88: 

OPTION 판매)을 연결하기 위한 I/O 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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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비콘 매니저 설치 
 

4.1 모비콘 매니저 설치 환경 

(1) 호스트 시스템(PC 또는 노트북 컴퓨터) 권장 사양 

CPU: 인텔 펜티엄III 300MHz 급 이상 

메모리: 64M Byte 이상 

모니터: VGA 1024x768 이상 

O.S: MS 윈도우98SE  이상 

 

(2) 시스템 준비  

가. 모비콘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나. 모비콘 하단부의 모드 스위치를 “설정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다. 모비콘의 “시스템 설정 RS232” 시리얼 통신 포트와 호스트 시

스템(모비콘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RS232 시리얼 

통신 포트를 연결합니다. 

전원 12~24VDC

설정모드 | 온라인 

 
*주의: 절환스위치가 중간에 놓여 있으면 안됩니다. 

시스템 설정 (모비콘 매니저)

RS232 케이블 

모비콘 

매니저

AC/DC 전원 아답터 

(입력: AC220V, 출력: DC12V) 

*  모비콘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비콘의 모든 설정 작업이 완료되면 

설정모드 스위치를 “온라인”으로 전

환시켜고 전원을 OFF시켰다가 다시 

ON 시키거나 시스템 리셋을 시킨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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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비콘 매니저 설치 과정 

 

(1)  제품과 함께 공급된 “모비콘 매니저” CD-ROM내에 있는 설치 파일 

(setup.exe) 또는 별도 배포된 MOBICON Manager v1.13.exe 실행 

파일을 선택하여 실행시킵니다. 

 

(2) 아래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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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화면에서 모비콘 매니저(MOBICON Manager)를 설치할 위치

(폴더)를 정한 후, [설치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설치를 완료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모비

콘 매니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설치를 종료하고 컴퓨터

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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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비콘 매니저 사용 방법 
 

5.1 모비콘 매니저 실행 

 

윈도우에서 [시작]-[프로그램]-[MOBICON Manager] 또는 모비콘 매니저가 

설치된 폴더에서 “MOBICON Manager” 을 실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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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모비콘 매니저 초기 화면 

 

모비콘 매니저를 실행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5.4항 참조 

5.5항 참조 

5.6항 참조 

5.7항 참조 

5.8항 참조 

5.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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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비콘 매니저 데이터 파일 불러오기 

 

메뉴의 “파일>열기”나 툴바의 열기 버튼을 이용하여 미리 저장한 내용

을 불러 올 수 있으며, 메뉴의 “파일>저장”이나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 툴 바의 저장 버튼(아이콘)을 사용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되는 파일명이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타

이틀 바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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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M 연결 (RS232 시리얼 포트 연결) 

 

 

호스트 컴퓨터(모비콘 매니저가 실행되

고 있는 컴퓨터)와 모비콘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호스트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COM PORT)를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호스트 컴퓨

터의 시리얼 포트의 활성화에 성공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연결] 버튼은 비

활성화 되고 [끊기] 버튼이 활성화 됩

니다. 연결된 시리얼 포트의 통신을 끊

으려면 즉, 시리얼 포트를 반환하려면 

[끊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 버튼이 

활성화 되고 [끊기] 버

튼은 비활성화 되면서 

실제로 호스트 컴퓨터

와 모비콘의 통신은 끊

기게 됩니다. 

 

 

 

 

 

*  모비콘 매니저에서 설정한 데이터를 모비콘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모비콘의 하단부에 있는 설정모드 절환 스위치를 “설정모드”로 절

환시켜주어야 합니다. 

(“3.3 모비콘 하단부” 및 “4.1 (2) 시스템 준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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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용자 정보 

 

모비콘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 

메시지 리스트”에서 설정하는 그룹 번호 및 사용자 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자가 모비콘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모비콘이 수신하

는 메시지의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필드입니다. 

 

사용자를 새로 또는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빈 줄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빈 줄에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필드 별 속성에 따라 입

력 합니다. 

 

[ 그룹 번호 ]      {1~254}  

 

그룹 번호는 모비콘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자 그

룹 또는 사용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 

메시지 리스트”에서 사용됩니다. 

  

그룹 번호는 사용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식별자로서 1~254까

지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그룹에는 10명까지 사용자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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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용자 번호”와 함께 사용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그룹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할 때는 “응

답 메시지 리스트”에서 사용자번호를 ‘0 ’으로 설정하면 그룹 통보가 

됩니다. 

 

[ 사용자 번호 ]     {1~10} 

 

그룹 번호와 함께 사용자를 구분하는 식별자로서 1~10까지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그룹에서 사용자번호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즉, 사용자 번호는 그룹 번호에 종속이 되는 고유 번호로서 같은 

그룹에서는 하나의 중복되지 않는 사용자 번호(1~10)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ID ]     {1~8자의 문자(영문자 기준)} 

  

외부에서 모비콘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 비밀번호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비콘으로 수신되는 사용자 명령(MC…로 시작하

는 명령: 6.1절 참조) 문자 메시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

다. 

사용자의 식별자는 1~8자의 문자(영문자 기준)로 표현됩니다. 사용자

ID는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     {1~8자의 문자(영문자 기준)} 

 

외부에서 모비콘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 ID와 함께 수신되

는 사용자 명령(MC…로 시작하는 명령: 6.1절 참조) 문자 메시지의 유

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외부에서 모비콘으로 문자 메시지(MC…로 시작하는 명령: 6.1절 

참조)를 보낼 때 모비콘에서 수신된 문자 메시지의 인증 수단입니다. 

1~8자의 문자(영문자 기준)로 표현됩니다. 

 

만일 외부에서 모비콘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 ID와 비밀번

호가 모비콘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수신된 사용자 

명령문자메시지는 에러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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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응답메시지 리스트에서 지정한 “그룹 번호 – 사용자 번호”에 의해 문

자메시지가 발송될 수신처의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숫자를 지역번호, 국번호 등을 기호 없이 모두 

붙여서 입력합니다. ( 예: 01612345678) 

 

전화번호는 여러 그룹, 사용자 번호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 

 

사용자를 다시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업데이트 ] 

 

원하는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업

데이트를 하면 윗 그림과 같이 [전송]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업데이트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오류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삭제: 등록한 사용자 정보 중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보는 공란으

로 처리한 후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가 삭

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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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전송] 버튼은 입력한 정보를 모비콘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때 사용

합니다. 모비콘 하단에 있는 설정-온라인 모드 절환 스위치 (3.3절 참

조)를 설정모드로 절환시켜 놓고 모비콘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모비콘으로의 데이터 전송은 모비콘과 호스트 컴퓨터가 시리

얼 포트를 통하여 연결되었을 경우 정상 수행됩니다. 

 

전송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옆 그림과 같은 

성공(Success)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전송] 

버튼은 다시 비활성화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정해진 시간 

(3초) 안에 모비콘이 호스트 컴퓨터에 응답하

지 않을 경우 옆 그림과 같은 에러(Error) 또

는 시간초과(Timeout) 창이 각각 나타나며, 

[전송] 버튼은 다시 비활성화 됩니다. 

 

작업을 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뉴 바에서 [저장] 버튼 또는 저장하기 아이

콘을 클릭하여 저장하기를 수행하면 입력한 

내용이 파일로 저장됩니다.  

 

 

 

 

 

 



 

18 

 

 

 

5.6 주기 명령 리스트 

 

주기 명령은 모비콘이 사용자 장비(시리얼통신(RS232 또는 RS485 통

신 포트에 연결된 장비)와 통신 시 마스터 모드로서 작동할 때 사용되

는 것으로서 모비콘이 슬레이브 장비의 메모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읽거나 쓰기위해서 사용되는 통신 명령 예약어의 조합입니다. 모비콘

이 [환경] 설정의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설정 모드에서 슬

레이브(Slave)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주기 명령 리스트]를 설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기 명령 리스트 항목의 추가는 위의 5.5 절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

며, 각각의 필드 별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      {1~13100} 

 

주기 명령어에 정의된 슬레이브 장비에 명령을 전송할 주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0.5초 단위이며 1~13100까지의 값을 주기 명령어 마다 

서로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 0.5초, 2 = 1초, 3=1.5

초, ……등) 

 

 [전송모드] 

 

모비콘과 슬레이브  장비와의 통신 모드(통신 프로토콜)를 설정 합니

다. 현재 버전은 MODBUS  RTU, MODBUS  ASCII, MobiCON ASCII 

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토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송모드에서 목록에 나와있는 전송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

다. 5.8 절의 “환경”에서 설정하는 [전송모드]와 동일한 모드의 명령 

만 수행됩니다. 

 

(* 최대 64개의 주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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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명령어 ] 

 

모비콘이 장비에게 전송할 내용에 대한 예약어의 조합입니다.  

 

다음과 같이 통신 프로토콜 별로 주기명령어(예약어)가 있습니다. 

 

프로토콜 예약어 (주기 명령어) 종류 

MODBUS RTU 
MRW1, MRW2, MRW4, 

MRR1, MRR2, MRR4 

MODBUS ASCII 
MAW1, MAW2, MAW4, 

MAR1, MAR2, MAR4 

MOBICON ASCII 
CAW1, CAW2, CAW4, 

CAR1, CAR2, CAR4 

 

각각의 전송모드 별 예약어 (명령:주기명령어)는 다음 쪽에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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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모드: MODBUS RTU 명령어 

MRW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비트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 3자리)의 값 1 비트

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 2자리)의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 5자리)에 그 값(0 또는 1)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WRITE 명령 

 

예)  MRW1 02 01021 037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번지 37 번지의 비트 값(0 또는 1)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021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MRW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2 바이트(1 블록: 16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WRITE 명령 

  

예)  MRW2 02 02354 059 

     모비콘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59 번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02354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

령  

 

주의:  
Slave_ID : 0 을 포함 2자리, Equip_Address: 0 을 포함 5자리, 

ModiCon_Address: 0 을 포함 3자리를 반드시 채워서 사용하여야 합니

다. 

 

예) Slave_ID =  01 (O) 1 (X) 

Equip_Address =  00002 (O) 2 (X) 



 

21 

 

 

 

 

MRW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32비트 정수: 32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WRITE 명령 

  

예)  MRW4 02 01371 011 

     모비콘의 2워드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1 번지의 값(32비트 

정수: 32bit Integer)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1371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2워드 값을 

쓰라는 명령  

MRR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 주소

(Equip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READ 명령 

 

예)  MRR1 02 01592 073 

노드 주소가 02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592 번지의 값(0 또

는 1)을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73 번지에 읽어 들인 값

을 쓰라는 명령 

MRR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2 바이트(1블록: 16비트 정수 값)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

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READ 명령 

 

예)  MRR2 02 2135 31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35번

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

지스터 메모리 번지 31 번지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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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R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RTU READ 명령 

 

예)  MRR4 02 01091 021 

     노드 주소가 02 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091 번지의 2워드 값(4바이트: 32비트 정수: 32bit Integer)을 읽어 

모비콘 자신의 2워드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번지에 슬레이브 장비

에서 읽어 들인 2워드 값을 쓰라는 명령  

 

전송모드: MODBUS ASCII 명령어 

MAW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비트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 주소

(Equip_Address)에 그 값(0 또는 1)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WRITE 명령 

 

예)  MAW1 020 1021 037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번지 37 번지의 비트 값(0 또는 1)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021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MAW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2 바이트(1 블록: 16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

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WRITE 명령 

  

예)  MAW2 02 02354 059 

     모비콘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59 번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354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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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W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

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32비트 정수: 32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WRITE 명령 

  

예)  MAW4 02 01371 011 

     모비콘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1 번지의 값 2워드(32비트 

정수: 32bit Integer)를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1371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2워드 값을 

쓰라는 명령  

MAR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 주소

(Equip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READ 명령 

  

예)  MAR1 02 01592 073 

노드 주소가 02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592 번지의 값(0 

또는 1)을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73 번지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MAR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2 바이트(1블록: 16비트 정수 값)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

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READ 명령 

 

예)  MAR2 02 02135 031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35번

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

지스터 메모리 번지 31 번지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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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DBUS ASCII READ 명령 

 

예)  MAR4 02 01091 021 

     노드 주소가 02 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091 번지의 값 2워드 (4바이트: 32비트 정수: 32bit Integer)를 읽

어 모비콘 자신의 2워드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번지에 슬레이브  

장비에서 읽어 들인 2워드 값을 쓰라는 명령  

 

전송모드: MobiCon ASCII 명령어 

CAW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비트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 주소

(Equip_Address)에 그 값(0 또는 1)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WRITE 명령 

 

예)  CAW1 02 01021 037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번지 37 번지의 비트 값(0 또는 1)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021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CAW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2 바이트(1 블록: 16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

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WRITE 명령 

  

예)  CAW2 02 02354 059 

     모비콘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59 번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354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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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W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메

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32비트 정수: 32bit Integer)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WRITE 명령 

  

예)  CAW4 02 01371 011 

     모비콘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1 번지의 값 2 워드(32비트 

정수: 32bit Integer)를 읽어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1371번지에 모비콘에서 읽어 들인 2워드 값을 

쓰라는 명령  

CAWS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모비콘의 특정 문자열(String)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의 값 (문

자열)을 읽어 특정 노드 번지(Slave_ID)의 슬레이브  장비의 문자열

(String) 메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문자열)을 쓰라는 모비콘

의 MobiCon ASCII WRITE 명령 

  

예)  CAWS 02 00075 003 

모비콘의 문자열 메모리 번지 3 번지 값(문자열)을 읽어 노드 번지

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문자열(String) 주소 75번지에 모비콘

에서 읽어 들인 문자열 값을 쓰라는 명령 

 

CAR1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 주소

(Equip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주소

(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READ 명령 

 

예)  CAR1 02 01592 073 

노드 주소가 02인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주소 1592 번지의 값(0 

또는 1)을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비트 메모리 73 번지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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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2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2 바이트(1블록: 16비트 정수 값)를 읽어서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

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READ 명령 

 

예)  CAR2 02 02135 031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35번

지의 값(16비트 정수: 16bit Integer)을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

지스터 메모리 번지 31 번지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CAR4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

리 주소(Equip_Address)의 값 4 바이트(2 블록: 32비트)를 읽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에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모비콘의 MobiCon ASCII READ 명령 

 

예)  CAR4 02 01091 021 

     노드 주소가 02 인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번지 

1091 번지의 값 2 워드(4바이트: 32비트 정수: 32bit Integer)를 읽

어 모비콘 자신의 홀딩 레지스터 주소 21번지에 슬레이브  장비에서

읽어 들인 값을 쓰라는 명령  

CARS Slave_ID Equip_Address MobiCon_Address 

 특정 노드 번지(Slave_ID)를 갖는 슬레이브  장비의 특정 문자열(String) 

메모리 주소(MobiCon_Address)의 값 (문자열)을 읽어 모비콘 자신의 문

자열(String) 메모리 주소(Equip_Address)에 그 값(문자열)을 쓰라는 모

비콘의 MobiCon ASCII READ 명령 

  

예)  CARS 02 00075 003 

노드 번지가 02번인 슬레이브  장비의 문자열(String) 주소 75번지 

값(문자열)을 읽어 모비콘의 문자열 메모리 3 번지에 슬레이브  장

비에서 읽어 들인 문자열 값을 쓰라는 명령 

 

[업데이트]와 [전송]은 위의 5.5 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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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응답메세지 리스트 

 

응답 메시지는 사용자의 요구나 모비콘의 특정 조건(특정 비트 메모리

(0~255번지)가 0 (OFF) 상태에서 1 (ON)로 바뀌는 경우)이 만족할 

경우 미리 정해진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에게 정해진 메시지를 발송하

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메세지번호 1~256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255번지와 연동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메세지번호 257~800은 사용자 명령 (MC… 

로 시작하는 명령)의 응답메세지에 의해 해당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정보의 추가는 위의 5.5 절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각 필드 별 속

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세지번호 ]     {1~800} 

 

응답메세지에 대한 식별자로 1~800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설정 할 수 

있으며, 같은 숫자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명령 코드 

리스트”에서 이 “메시지 번호”가 사용되며, 1~256번까지는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의 0~255와 연동되어 사용됩니다. 즉, 모비콘의 비트메모

리 0~255 번지와 응답메세지 1~256번지는 같은 비트 메모리를 사용

하는 것으로서 0~255번지의 비트메모리가 “1”로 셋팅이 되면 해당되

는 [응답메세지 리스트]-[메시지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

지가 발송됩니다.  

 

(* 비트 메모리 0번지가 셋팅(ON)되면 응답메세지 번호가 1 인 메시지 

발송, 비트 메모리 1번지가 셋팅(ON)되면 2번 응답메세지 발송  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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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메세지 ] 

 

발송할 문자메시지(SMS)를 등록하여 놓는 곳입니다. 응답메시지에 들

어갈 수 있는 최대 문자수는 70 바이트(영문 70자 또는 한글 35자) 입

니다. 

 

문장 중간에 모비콘의 메모리 변수값을 삽입시켜 문자메시지에 그 값

을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내에 다음 형식의 표현식을 삽입하여 놓으면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있는 변수 값(들)이 함께 발송됩니다.  

 

최대 5개의 표현식을 문자메시지 한 문장 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표현식 {(데이터타입)#(메모리주소)} 

 { :  중괄호 열기는 명령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데이터타입) : 모비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1 : 비트메모리 

  2 : WORD 메모리 (16비트) 

  4 : 2 WORD 메모리 (32비트) 

  8 : 문자열 메모리 

 # :  데이터타입과 메모리 주소를 구분하기위한 구분자입니다.

 (메모리주소) :  모비콘의 메모리 주소 

 } :  중괄호 닫기는 명령의 끝을 의미합니다 

 

<사용예> 

모터의 상태는 {1#301} 이며 온도는 {2#257}도, 운전시간은 

{4#101} 분 입니다. 

<설명> 

만일 비트메모리 301번지의 값이 1이고 ---- {1#301} 

워드메모리 257번지의 값이 99 이고 ---- {2#257} 

2워드메모리 101번지의 값이 98765 이라면 ---- {4#101}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의 상태는 1 이며 온도는 99도, 운전시간은 98765 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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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번호 ]    {1~254} 

 

응답메시지를 받을 대상을 정하는 값으로서 다음의 “사용자번호”와 연

계되어 사용됩니다. 위의 5.5 절 “사용자 정보”의 “그룹번호”와 일치합

니다. “그룹 번호”는 “사용자 정보”의 “그룹번호”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룹 번호 1~254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사용자번호 ]     {0~10} 

 

응답메시지를 받을 대상을 정하는 값으로서 위의 “그룹번호”와 연계되

어 사용됩니다. 위의 5.5 절 “사용자 정보”의 “사용자번호”와 일치합니

다. 메시지 발송은 그룹번호의 사용자 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메

시지가 발송됩니다. 위의 “그룹번호”에 해당하는 그룹 구성원 전체에

게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번호” 값을 “0” 으로 설정

하면 그룹 구성원 전체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사용자번호” 설정값 의 미 

0 그룹 구성원 전체에게 메시지 발송 

1 ~10 
그룹 구성원중 해당하는 사용자 번호의 

전화번호에 만 메시지 발송 

 

< 응답 메시지 리스트 설정 예> 

 

 

[업데이트]와 [전송] 기능은 위의 5.5 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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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환 경 

 

모비콘의 장비와의 시리얼 통신 동작 환경 등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 마스터/슬레이브 ] 

 

모비콘과 장비의 동작 관계를 

설정합니다. 모비콘을 마스터

(Master)로 설정할 때에는 장

비는 슬레이브(Slave)로 설정되

어 있어야 합니다. 모비콘이 마스터(Master) 모드 

일때는 모비콘의 “주기명령리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통신 명령에 의해 슬레이브(Slave) 장비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능을 합니다. 모비콘이 슬레이브

(Slave)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마스터 장비에서 

모비콘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읽어 갑

니다. 모비콘이 슬레이브(Slave) 모드인 경우 아래

의 “슬레이브 ID”에 모비콘의 주소를 정의하여 주어

야 하며 모비콘이 마스터(Master) 모드인 경우에는 

“슬레이브 ID” 필드를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 

 

 

 

 

 

[ 전송 모드 ] 

 

모비콘과 장비 간의 통신 전송 방식(프로토콜)을 설정

합니다. 모비콘과 장비는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통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MODBUS  RTU”, 
“MODBUS  ASCII”, “MobiCon ASCII” 입니다. 



 

31 

 

 

 

[ 포트 설정 ] 

 

모비콘과 장비 간의 물리적 통신 방식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에 설

정된 값과 동일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모비콘과 장비

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신 방식은 “RS485”, 
“RS232” 두가지의 시리얼 통신 방식을 지원합니다. 

 

[ 장비 통신 속도 ]     {9600, 19200, 38400} 

 

모비콘과 장비 간의 통신 속도에 대한 설정입니다. 

단위는 bps이며 설정 가능한 값은 “9600”, “19200”, 
“38400” 입니다. 

 

 

[ 패러티 ]     {NONE, ODD, EVEN}  

 

모비콘과 장비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에러 검출 방식

입니다. 설정 가능한 값은 “NONE”, “ODD”, “EVEN” 
입니다. 

 

 

 

[ 슬레이브 ID ]     {1~255 } 

 

모비콘이 장비와 통신할 때 위의 [Master/Slave]설정에서 슬레이브

(Slave)로 설정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모비콘의 슬레이브 주소입니다. 

 

[ 장비응답대기시간]     {1~100 } 

 

모비콘이 위의 [Master/Slave]설정에서 “Master(마스터)”로 설정되어 

동작할 때 모비콘이 장비에 요구한 명령에 대한 응답 대기 시간입니다. 

설정 단위는 0.1초(100ms)이며 기본 값은 0.3초입니다. (1로 설정할 

경우 실제 응답 대기 시간은 0.3초 + 0.1초 = 0.4초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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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식별자 ] 

 

모비콘에 설정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때 

다운로드되어진 설정값들의 버전 관리를 위하여 사

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값으로 8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나중에 [설정식별자 읽기] 버튼을 사

용하여 모비콘의 내부 메모리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설정 식별자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파일명과 “설정 식별자”의 이름을 함께 연동하여 

사용하면 설정데이터의 버전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PASS THROUGH ] 패스스루 

 

패스스루(PASS THROUGH) 기능은 사용자 단말기 

또는 원격 모비콘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SMS)를 모

비콘이 수신 받아 메시지 자체를 내부 메모리를 거지

치 않고 시리얼 통신(RS232 또는 RS485) 포트로 직

접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2 PASS THROUGH(패스스

루)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FF: 패스스루(PASS THROUGH)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프레임 전체: 이동통신망에서 보내오는 메시지 프레임 전체를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함. 

메시지 본문: 사용자 단말기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SMS) 만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함. 

 

이 기능은 사용자의 기기를 원격에서 ASCII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기기간 원격 통신하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

격 문자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여 문자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

습니다.  

 

 

 

 

예) 파일명: YrName_Ver041207.mcf 

 설정 식별자: Ver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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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여부 ] 

 

“사용자 명령 코드 리스트”와 관련된 명령으로서 

외부단말기(모비콘 포함)에서 모비콘으로 문자메시

지를 보내는 경우 “명령에러…” 또는 “수신성공…”

등 모비콘이 외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

시 응답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No를 선택하면 외부에서 모비콘으로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모

비콘은 어떻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YES를 선택하면 모비콘은 수신

된 문자메시지가 성공적인 명령인지 아니면 틀린 명령이 수신되었는지

를 검사하여 송신한 단말기로 “수신성공…” 또는 “명령에러…” 등과 

같은 응답을 자동으로 하게됩니다. 디폴트 값은 YES입니다. 

 

[업데이트]와 [전송] 기능은 위의 5.5 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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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타 

 

 

[ 모비콘 리셋 ] 

 

“모비콘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비콘을 리셋하도록 하는 명령을 보냅

니다.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응답은 위의 5.5절과 같습니다. 

  

 

[ 설정식별자 읽기 ]  

 

“설정식별자 읽기” 버튼을 누르면 위의 

(10)절에서 설명한 ‘설정 식별자’ 값을 읽

어옵니다. 실패 시의 응답은 위의 5.5 절과 

동일하며, 정상 작동 시의 응답은 옆 그림

과 같습니다. 값은 설정된 값에 따라 다릅

니다. 사용자 지정 버전 또는 저장 파일 이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

니다. 

 

 

[ 모비콘 버전 정보 읽기 ]  

 

“모비콘 버전 정보 읽기” 버튼을 누르면 모

비콘의 현재 버전을 읽어 옆 그림과 같이 

표시합니다. 실패 시의 응답은 위의 5.5 절

과 동일하며, 정상 작동 시의 응답은 옆 그

림과 같습니다. (* 모비콘 매니저 소프트웨

어의 버전에 대한 정보는 모비콘 매니저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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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비콘(MobiCon) 동작 설명 
 

6.1 사용자 단말기에서 모비콘으로 명령 보내기  

 

사용자 단말기(휴대폰 등) 또는 원격 모비콘에서 모비콘으로 문자메시

지(SMS)를 이용하여 모비콘의 비트, 워드(16비트), 2워드(32비트) 메

모리에 값을 쓰거나 특정 응답메시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제어명령 

○2  명령수신성공 

    유무응답 

장비 

<사용자 단말기> <모비콘> 

○3  명령에대한 

    회신 

☞ [환경]-[회신여부] 설정에서 “NO”로 설정을 하면 위 그림에서 

①명령수신성공 유무 응답, ②명령에 대한 회신등 어떠한 응답도 

모비콘은 하지 않습니다. 

 

☞ [환경]-[회신여부] 설정에서 “YES”로 설정되어 있고 응답메시

지 번호가 “0” 일때는 “①명령수신성공 유무 응답” 만을 합니다. 

○1  제어명령

○2  제어명령 

장비 

<모비콘> <모비콘> 

장비 

☞ 모비콘과 모비콘이 통신하는 M2M 통신인 경우에 반드시 

[환경]-[회신여부] 설정에서 “NO”로 설정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YES”로 되어 있으면 모비콘과 모비콘 간에 명령에러 메시지가 

영원히 반복되는 에러가 발생되고 1일 최대 SMS 발송량을 초과하게 

되어 이동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사용 정지가 됩니다.  

M2M통신 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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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이용하여 모비콘의 시리얼 통신(RS232/RS485) 포트에 연

결되어 있는 장비(기기)에 ON/OFF (비트) 명령을 전달하거나 설정값

(1워드 또는 2워드 숫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단말기(휴대폰 등) 또는 원격 모비콘에서 문자메시지로  

다음의 형식으로 모비콘에 명령을 보냅니다. 

 

【 형식 1 】 - (제어 명령 데이터 값이 있을 경우) 

 

 

 

 

  

 사용예1)  MC 홍길동 1234 11 W1 256 4 1 0 0 1* 비트제어명령 

 사용예2)  MC 홍길동 1234 12 W2 123 3 111 222 333* 워드제어명령 

 사용예3)  MC 홍길동 1234 13 W4 123 2 11111 222 333* 2워드제어명령 

 

명령형식 【형식 1】은 제어 명령을 사용자의 단말기(휴대폰 등) 또는 원

격지의 모비콘에서 모비콘으로 제어 명령을 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

로서 각종 장비등을 ON/OFF 시킬때나 온도 설정값등의 수치값을 설정하

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 형식 2 】 - (제어 명령 데이터 값이 없고 응답메시지만 회

신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  MC 홍길동 1234 5 NONE* 응답메시지만 받는 명령 

 

명령형식 【형식 2】는 제어 명령을 보내지 않고 모비콘의 [응답메시지리

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응답메시지만 회신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

입니다. 

 

* 각 명령 사이에는 한 칸 씩(스페이스) 띄워야 합니다. 단, 종단어 * 의 

경우는 공란없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MC (사용자ID) (비밀번호) (응답메시지번호) (모비콘메모리타입) (첫번

째메모리주소) (메모리주소길이(갯수)) (Data1) (Data2) --- (data n)* 

[주석] 

MC (사용자ID) (비밀번호) (응답메시지번호) NONE*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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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설 명 

MC ▪ 모비콘 예약 명령어 

사용자ID ▪ [사용자정보]의 “사용자ID”에 등록되어있는 사용자 ID 

비밀번호 ▪ “사용자 ID”에 해당하는 암호 

응답메시지번호 ▪ 범위: 0 또는 1~800 

 

▪ “응답 메세지 번호”는 모비콘이 사용자 명령어의 작업을 수행한 후 지

정된특정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다음에 설명

하는 5.7절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의 [메시지 번호]와 동일한 값입니

다. 

 

▪ [응답메세지번호]에 해당하는 [응답 메세지 리스트]-[메세지 번호]의 

메시지가 5.7절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에 정의하여 놓은 사용자 또는 

그룹으로 미리 정의하여 놓은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응답메시지번호”를 0 으로 하면 모비콘은 명령 수신 성공 유무 만을 

회신 합니다. 

 

▪ 【응답메시지번호와 모비콘 응답】 

응답메시지

번호 
모비콘 응답 비고 

0 
명령에대한 성공/실패에  

대한 회신만 

[회신여부]설정: 

YES 

1 
명령“성공/실패”회신 

+응답메시지 1번 회신 

[회신여부]설정: 

YES 

2 
명령“성공/실패”회신 

+응답메시지 1번 회신 

[회신여부]설정: 

YES 

3 
명령“성공/실패”회신 

+응답메시지 3번 회신 

[회신여부]설정: 

YES 

: : 
[회신여부]설정: 

YES 

n 
명령“성공/실패”회신 

+응답메시지 n번 회신 

[회신여부]설정: 

YES 

 

☞ “응답메세지번호”는 5.7절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메세지 번호]와 동

일하며 “응답메세지번호” 중 1~256 번은 모비콘의 코일(비트) 메모리 

0~255 번지와 동일한 메모리 번지를 사용합니다. 즉, “응답메세지번호”

의 1 번은 모비콘 코일(비트) 메모리 0 번지에 해당하며, 1 번은 2 번

지, … , “응답메세지번호” 256 번은 모비콘 코일(비트)메모리 255 번지

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명령코드리스트]-“응답메세지번호”, [응답 메세

지 리스트]-“메세지 번호”, 그리고 모비콘의 코일(비트) 메모리 번지와

의 관계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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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콘메모리 

타입 

▪ 범위: W1, W2, W4, NONE 

 

▪ 제어 명령을 보내고자 하는 아래의 메모리 타입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W1: 비트 메모리 

W2: 1 워드(16비트) 메모리 

W4: 2 워드(32비트) 메모리 

NONE: 모비콘 메모리에 제어(쓰기)명령을 보내지 

않고 응답메시지 회신 만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때 적용합니다. 

첫번째 메모리 

주소 

▪ 범위: W1 인 경우: 0~511 (비트메모리) 

  W2 인 경우: 0~511 (1워드메모리) 

  W4 인 경우: 0~255 (2워드메모리) 

 

▪ 메모리 타입이 W1,W2,W4 중 하나일 때 쓰고자하는 메모리 주소 중 

첫번째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  

길이(갯수) 

▪ 범위: 1~10 

 

▪ 사용자 명령을 이용하여 제어하고자하는 메모리 주소 길이 (개수)를 의

미하며 첫번째 메모리 주소에서부터 지정한 메모리 주소길이(개수) 만

큼 연속적인 일련의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쓰기합니다. 

 

Data1 ▪ 범위: W1 인 경우: 0 또는 1 

  W2 인 경우: -32768~32767 

  W4 인 경우: -2147493648~2147483647 

 

▪ 메모리 타입이 W1,W2,W4 중 하나일 때 쓰고자하는 메모리 주소 중 

첫번째 메모리 주소에 쓸 데이터 값 

Data2 ▪ 범위: W1 인 경우: 0 또는 1 

  W2 인 경우: -32768~32767 

  W4 인 경우: -2147493648~2147483647 

 

▪ 쓰고자하는 메모리 주소 중 첫번째 메모리 주소에 연이은 두번째 메모

리 주소에 쓸 데이터 값 

Data n ▪ 범위: W1 인 경우: 0 또는 1 

  W2 인 경우: -32768~32767 

  W4 인 경우: -2147493648~2147483647 

 

▪ 쓰고자하는 메모리 주소 중 첫번째 메모리 주소에 연이은 메모리주소길

이에서 설정한 마지막 메모리 주소에 쓸 데이터 값 

* ▪ 명령 끝 및 주석 시작 표시 (명령 종단어) 

 

▪ 마지막 명령, 값뒤에 공간없이 붙여서 설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 종단어(*) 이후의 문자는 사용자 명령에 어떠한 영향도주지않으며 사용

자 명령에 대한 주석(Comment)으로 사용합니다. 

☞  각 명령 사이에는 한 칸 씩(스페이스) 띄워야 합니다. 단, 종단어 * 의 경우는 공란없이 

붙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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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01   【 형식 1 】  

MC (사용자ID) (비밀번호) (응답메시지번호) (모비콘메모리타입) (첫번째메모리주소) 

(메모리주소길이(갯수)) (Data1) (Data2) --- (data n)* [주석] 
 

MC 홍길동 1234 11 W1 256 4 1 0 0 1* 비트제어명령 

 

홍길동  : 사용자ID (영문자기준1~8자까지 가능) 

1234  : 비밀번호 (영문자기준 1~8자까지 가능) 

12  : 응답메시지번호 (범위: 0, 1~800) 

W1  : 모비콘메모리타입 (비트메모리) 

256  : 첫번째메모리주소 (비트메모리 256번지) 

4  : 메모리주소길이 (연속된 비트메모리 4개) 

1  : Data1 

 (비트메모리 256번지에 1을 쓰기)  

0 : Data2 

 (비트메모리 257번지에 0을 쓰기)  

0 : Data3 

 (비트메모리 258번지에 0을 쓰기)  

1 : Data4 

 (비트메모리 259번지에 1을 쓰기) 

*  : 명령 끝 및 주석 시작 표시 

비트제어명령: [주석] 

 

<설명> 

사용자 단말기(휴대폰등) 또는 원격지의 모비콘에서 모비콘으로 명령을 보내는 것

으로서 모비콘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 ID가 “홍길동”이고 암호가 “1234”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비콘이 정상적으로 사용자명령 메시지를 받으면 “수신 성

공”메시지를 사용자명령(문자메시지)을 보낸 단말기로 자동 전송하며 응답메시지리

스트의 번호 11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전송합니다. 모비콘 비트 메모리 

256번부터 259번까지 보내온 데이터 값을 해당 메모리에 쓰기를 합니다. 

 

비트 256번지 = 1 

비트 257번지 = 0 

비트 258번지 = 0 

비트 259번지 = 1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YES”로 설정되어 있어야 “수신 성공 / 명령 에러”등
의 응답메시지와 응답메시지번호에 해당하는 응답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만일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NO”로 설정되어 있다면 모비콘은 어떠한 응답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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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02   【 형식 1 】  

MC (사용자ID) (비밀번호) (응답메시지번호) (모비콘메모리타입) (첫번째메모리주

소) (메모리주소길이(갯수)) (Data1) (Data2) --- (data n)* [주석] 
 

MC 홍길동 1234 12 W2 123 3 111 222 333* 워드제어명령 

 

홍길동  : 사용자ID (영문자기준1~8자까지 가능) 

1234  : 비밀번호 (영문자기준 1~8자까지 가능) 

12  : 응답메시지번호 (범위: 0, 1~800) 

W2  : 모비콘메모리타입 (워드메모리) 

123  : 첫번째메모리주소 (비트메모리 256번지) 

3 : 메모리주소길이(연속된 워드메모리 3개) 

111 : Data1  

 (워드메모리 123번지에 111을 쓰기)  

222 : Data2  

 (워드메모리 124번지에 222을 쓰기)  

333 : Data3  

 (워드메모리 125번지에 333을 쓰기)  

*  : 명령 끝 및 주석 시작 표시 

워드제어명령 : [주석]  

 

<설명> 

사용자 단말기(휴대폰등) 또는 원격지의 모비콘에서 모비콘으로 명령을 보내는 

것으로서 모비콘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 ID가 “홍길동”이고 암호가 “1234”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비콘이 정상적으로 사용자명령 메시지를 받으면 “수
신 성공”메시지를 사용자명령(문자메시지)을 보낸 단말기로 자동 전송하며 응답

메시지리스트의 번호 12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전송합니다. 모비콘 워드 

메모리 123번부터 125번까지 보내온 데이터 값을 해당 메모리에 쓰기를 합니다.

 

워드 123번지 = 111 

워드 124번지 = 222 

워드 125번지 = 333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YES”로 설정되어 있어야 “수신 성공 / 명령 에러”
등의 응답메시지와 응답메시지번호에 해당하는 응답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합니

다. 만일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NO”로 설정되어 있다면 모비콘은 어떠한 

응답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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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03  【 형식 2 】  

MC (사용자ID) (비밀번호) (응답메시지번호) NONE* [주석] 

 

MC 홍길동 a123 4 NONE* 현재 온도는 몇 도 인가요? 

 

홍길동  : 사용자ID (영문자기준 1~8자까지 가능) 

a123  : 비밀번호  (영문자기준 1~8자까지 가능) 

4  : 응답메시지번호 (범위: 0, 1~800) 

NONE  : 모비콘메모리에 쓰기 없음) 

*  : 명령 끝 및 주석 시작 표시 

현재 온도는 몇 도 인가요? : [주석]  

 

 

 

 

<설명> 

사용자 단말기(휴대폰등) 또는 원격지의 모비콘에서 모비콘으로 명령을 보내는 것으로

서 모비콘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 ID가 “홍길동”이고 암호가 “a123”으로 등록되어 있

어야 합니다. “응답메세지번호”에 설정되어 있는 번호(4)에 해당하는 [응답메세지 리스

트]-“메세지번호” 4번의 “응답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이 명령은 모비콘의 내부 메모리

에 어떠한 값도 쓰지 않고 “응답 메시지 리스트”에 정의하여 놓은 메시지를 호출하고

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YES”로 설정되어 있어야 “수신 성공 / 명령 에러”등의 

응답메시지와 응답메시지번호에 해당하는 응답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만일 [환경]-[회신여부] 항목에서 “NO”로 설정되어 있다면 모비콘은 어떠한 응답 메

시지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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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비콘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명령(문자메시지)을 수신하게되면

즉시 피드백 응답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수신된 문자메시지(SMS) 명령 형식,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암

호), … 등 사용자 명령 문자메시지 형식이 올바른지 검사한 후 

그 결과(수신 성공 또는 명령 에러)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의 단말

기(문자를 보낸 단말기)로 보냅니다. 

 

이 기능은 “환경 설정” [회신 여부] 설정에서 “YES”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NO”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 수신된 메시지에 

대하여 “수신 성공…” 또는 “명령 에러…”등에 대한 회신을 자동

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수신메시지 검사 결과 회신 내용 

 

수신된 메시지의  

명령 형식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 

 

수신 성공 :MC 홍길동 @@@@ 0111 20 

 

 

 

수신된 메시지의  

명령 형식 또는  

내용 에러 

 

명령 에러 :MC 홍길동 @@@@ 01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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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비콘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보내어진 문자메시지 명령을 분석

하여 문자메시지(SMS) 명령 형식,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암호), 

명령 코드 등의 ○2 번 항목 검사에서 에러가 없으면 [사용자 명령 

코드 리스트]-“응답메세지번호”에 해당하는 [응답메세지 리스트]

의 “응답메세지”를 설정된 응답메시지 형식에 맞추어 해당 사용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모비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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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능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능은 사용자 단말기 또는 원격 모비콘

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SMS)를 모비콘이 수신 받아 메시지 자체를 

내부 메모리를 거지치 않고 시리얼 통신(RS232 또는 RS485) 포트로 

직접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환경]-[PASS THROUGH] 설정에서 “프레임 전

체” 또는 “메시지 본문”을 선택하였을 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OFF”를 선택하면 패스 스루(PASS 

THROUGH)기능은 정지됩니다. 

 

사용자 단말기 등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용자 명령 (“MC ---“로 

시작하는 명령)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모비콘이 수신한 문자 메시지를 

시리얼 통신(RS232 또는 RS485)포트로 전송됩니다. 

 

패스 스루(PASS THROUGH)기능에 의한 시리얼통신 포트로의 수신된 

문자메시지 전송은 모비콘 매니저 [환경]-[마스터/슬레이브] 설정과 

관계없이 그리고 프로토콜 종류와도 관계없이 ASCII로 자동 전송됩니

다. 

 

[환경]-[PASS THROUGH] 설정에서 “OFF”, “프레임 전체”, “메시지 

본문”등을 선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모비콘은 작동을 합니다. 

문자메시지(SMS) 장비 

컴퓨터 

기타 수신기 

<사용자 단말기> <모비콘> 

문자메시지 

메시지 본문 또는 

문자메시지 프레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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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 패스스루(PASS THROUGH)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프레임 전체 】 

 

 사용자 단말기등에서 보낸 문자메시지(SMS) 본문 뿐만이 아

니라 WCDMA에서 보내오는 전화번호, 수신한 시간, 문자메

시지 본문 등을 포함한 모든 메시지 프레임을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합니다. 

 

아래는 “프레임 전체” 모드에서 받은 문자메시지의 예 입니

다. 

 

사용자 단말기(전화번호: 010-1234-1234)에서 문자메시지 “테스트 

문자입니다.”를 보냈을 때 모비콘이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한 예입

니다. 

(모비콘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한 내용) 

+CMGR: "REC UNREAD","01012341234",0,"08/10/07,19:33:18+36" 

<CR><LF>테스트 문자입니다. 

<설명> 

+CMGR:  : 시스템 명령어 

"REC UNREAD" : 시스템 메시지로서 SMS 수신 확인 유무 

, : 필드 구분자 

"01012341234" : 문자메시지를 보낸 단말기 전화번호 

, : 필드 구분자 

0 : 시스템 정보 (메시지 디코딩 방법) 

,  : 필드 구분자 

"08/10/07,19:33:18+36" : SMS 수신 시간 정보 

<CR><LF> : 시스템 문자로서 0X0D 와 0x0A 를 의미 

테스트 문자입니다.  : 수신한 문자메시지 본문 

 

 

이 기능은 사용자의 기기를 원격에서 ASCII 통신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기기간 원격 통신하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격 문자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여 문자

를 디스플레이 시키는데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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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 본문 】 

 

 사용자 단말기등에서 보낸 문자메시지(SMS) 본문 만을 추출

하여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합니다. 

 

위의 예에서 모비콘은 메시지 본문인 “테스트 문자입니다.” 
만을 시리얼 통신 포트로 전송합니다. 

 

 

주의 사항 

 

패스스루(PASS THROUGH)기능은 사용자ID, 비밀번호등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상의 주의를 요합니다. 스팸 문자메시지 등 잘못

된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등에 대한 대비를 사용

자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마련하여야 합니다. 

 

패스스루(PASS THROUGH)기능에 의한 시리얼 통신 포트로 문자메시

지의 전송은 문자메시지 수신시 단 1회 만 시리얼통신(RS232 또는 

RS485) 포트로 전송을 하며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내부에 저장하여 놓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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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EXT. I/0 (외부 I/O) 연결 기능 – IOM88 

 

모비콘 전용 I/O 모듈(IOM88 :별매품)을 모비콘 하단부의 EXT. I/O 포트에 연

결하여 모비콘의 내부 비트 메모리와 연동하여 입출력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입력의 경우 비트 0~31번지, 출력의 경우 비트 256~287번지와 연동하여 입

력과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 모비콘 하단부 EXT. I/O 포트> 
< IOM88 전면> 

모비콘 전용 I/O 모듈(IOM88)은 입력 8점, 출력 8점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으

며 4개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입력 32점, 출력 32점까지 연

결하여 모비콘의 내부 비트 메모리와 연동하여 사용합니다. 

 

EXT. I/O 포트로 IOM88 모듈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EXT. I/O 모듈을 인식하

고 입력을 읽고 출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EXT. I/O는 1 초에 한번씩 입출력 

데이터를 갱신(읽고 쓰기) 합니다. 

 

비트 메모리 연동 

 

EXT. I/O 포트에 연결되는 IOM88 모듈의 입출력은 입력의 경우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와 연동되며 출력의 경우 비트 메모리 256~287번지와 연동

하여 사용됩니다.   EXT. I/O 포트에 연결된 IOM88 모듈로부터 입력되어지는 

입력 1~32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에 현재 입력 상태값을 쓰기 합

니다.    XT. I/O 포트에 연결된 IOM88 의 출력 1~32번의 출력은 모비콘 비

트 메모리 256~287번지의 상태에 따라 0 (OFF) 또는 1(ON) 출력이 됩니다. 

 

* 주) IOM88이 연결되면 연결 댓수와 관계없이 비트메모리 0~31번지(입력) 및 

256~287번지(출력)는 자동으로 EXT. I/O 포트의 값으로 연동됩니다. 

모비콘 전용 I/O 

모듈 (출력 1~32번) 

EXT. I/O

PORT 

비트 메모리

(256~2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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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메시지 리스트와의 관계 

 

EXT. I/O 포트에 연결된 모비콘 전용 I/O 모듈(IOM88)로부터 입력되

어지는 입력 1~32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로 입력되어지며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0~31번지는 “응답메세지 리스트” 1~32번과 연

동되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XT. I/O 포트에 연결된 IOM88 로부터 입력되어지는 입력 

1~32번은 “응답메세지 리스트” 1~32번과 연동되어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게되어 있습니다. 

 

“응답메세지 리스트” 1~256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255” 번지의 

해당 비트 상태가 0 (OFF) 상태에서 1 (ON) 상태로 바뀔 때 해당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시리얼 통신 (RS232 또는 RS485) 포트와 연

결된 사용자 장비와 EXT. I/O 모듈(IOM88)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같

은 비트메모리에 한쪽에서는 계속 1(ON) 신호를 주고 다른 한쪽에서

는 0(OFF) 신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면 해당하는 문자메세지 리

스트의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깊은 주의가 필

요합니다. 

 

아래에 EXT. I/O, 모비콘 비트 메모리, 그리고 응답메세지 리스트와의 

관계를 표로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EXT. I/O 

(IOM88) 
신호흐름 

모비콘 비트 

메모리 주소 

“OFF” 상태에서  

“ON” 상태로 바뀔 때 

1 → 0 1 번 메시지 발송 

2 → 1 2 번 메시지 발송 

3 → 2 3 번 메시지 발송 

: → : : 

입력 

32 → 31 32 번 메시지 발송 

1 ← 256 

2 ← 257 

3 ← 258 

: ← : 

출력 

32 ← 287 

 

모비콘 전용 I/O 

모듈 (입력 1~32번) 

EXT. I/O

PORT 

비트 메모리

(0~31번지)

문자메세지 리스트 

(1~32번)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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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모비콘과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인터페이스) 

 

(1) 주기 명령 처리 

    (모비콘이 마스터(Master) 모드로 설정된 경우) 

 

 

 

 

 

 

 

 

 
시리얼 통신(RS232 또는 RS485)에서 마스터 모드로 설정된 모비콘은 

장비로 미리 지정된 명령(“주기명령어”)을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명령

을 보내고 장비로부터 그 응답을 수신합니다. 모비콘이 마스터 모드일 

경우 장비에게로 보내는 명령을 “주기 명령”이라고 정의합니다. 

[ 주기 명령 리스트 예 ] 

 

주기 명령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5.6절의 주기 명령 리스트]-“주기

명령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명령은 모비콘이 장비와의 통신 모드에서 마스

터(Master) 모드의 경우에 동작합니다. 

수행 주기의 단위는 500ms(0.5초) 단위로 설정 가능

하며, 모비콘이 동시에 다른 작업(문자메시지의 송수

신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비 

<모비콘> 

RS232 또는 RS485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ASCII 

 Mobicon ASCII 

○1 명령(Command/Request)

○2 응답(Response)] 

[마스터 모드] [슬레이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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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명령에 대한 장비로부터의 응답 값은 설정된 모비콘의 특정 메모

리 영역의 지정된 번지에 저장됩니다. (2.3.(2)를 참조) 

 

 

(2) 마스터 장비로부터의 명령 처리  

 (모비콘이 슬레이브(Slave)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비콘이 장비와의 시리얼 통신에서 슬레이브(Slave)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 모비콘은 장비가 보낸 명령(Command/Request)에 대한 응답

(Response)을 장비로 전송합니다. 

 

모비콘은 장비로부터 수신한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해당 프로토콜의 통

신 포맷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신 데이터 값의 길이는 해당 프로토콜 규칙에 의해 

1~8비트 (Coil 메모리 영역), 1~2워드(2, 4바이트, Holding Register 

메모리 영역), 8바이트(스트링 메모리 영역, 전송 모드가 MobiCON 

ASCII 모드일 경우에만 사용)로 고정되어 사용됩니다. 

 

 

 *  마스터 장비에서 모비콘에 명령을 보내고 모비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대기시간(RESPONSE TIME)은 최소 0.45초 (450mSec)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모비콘> 

RS232 또는 RS485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ASCII 

 Mobicon ASCII 

○1 명령(Command/Request) 

○2 응답(Response) 

[슬레이브 모드] [마스터 모드]

(응답 시간 400 ~ 500 m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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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메시지 직접 송신 명령 : ASST ] 

 

 

 

 

 

 

 

 

 

전송 모드가 MobiCon ASCII 이고 모비콘이 슬레이

브모드 일 경우 모비콘의 내부 메모리를 경유하지 

않고 장비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와 단말기 번호

에 의해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이 명령은 모비콘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의 설정 값과 무관하게 

실행되는 명령입니다. 모비콘은 이 명령을 장비로부터 수신하면 해당 

단말기 번호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즉시 송신합니다. 즉, 장비가 특정 

단말기 번호로 특정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명령으로서 명령 형식

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형식: 장비 → 모비콘 > 

ASST Slave_ID PhoneNumber Message 

ASST:  명령어 

Slave ID:  슬레이브 주소 값  

(모비콘의 슬레이브 주소 값) 

PhoneNumber: 발송 대상 단말기 번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상대 전화번호) 

Message:  발송할 문자메시지  

(영문자기준 70자까지 가능) 

<응답형식: 모비콘 → 장비 > 

 성공시 응답:  ASST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ASST Slave_ID ERROR 

*  MobiCon ASCII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설명서  

“7.3 MobiCon ASCII 통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SST” 명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설명서  

“7.3.8 외부 장비에서 직접 SMS를 보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SST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당 

이동통신사 기지국과의 통신이 약 10~15초(기지국과의 감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도 소요가 되므로 문자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낼 경우

에는 문자메시지 간격을 15초이상 두어 명령을 보내야 합니다. 

(①②③④ 소요시간: 10~15초) 

 슬레이브 ID 

 단말기 번호 

(전화번호) 

 송신할 문자메시지 <사용자 단말기> 
<모비콘> 

③문자메시지 보내기 

장비 

○1  ASST 명령 

Mobicon ASCII

마스터 모드 

Mobicon ASCII 

슬레이브 모드

 ② 응답(Response) ④SMS서버응답

KT 

SMS서버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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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모비콘 메모리 맵 

 

시리얼 통신(RS232 또는 RS485) 포트를 통해 장비가 모비콘의 메모리

를 읽고, 쓰기를 지시할 수 있는 모비콘의 내부 메모리는 코일(Coil), 홀

딩레지스터(Holding Register), 문자열(String Memory : MobiCon ASCII 

모드에서만 사용) 등이 있습니다. 

 

모비콘의 메모리 번지는 0 번지부터 시작하는 주소로서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MODBUS  ASCII, MobiCon ASCII 모두 같은 주소 번

지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 명령 코드 리스트 및 응답메세지 리스트에서 

응답메세지번호는 1 번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응답메세지번호 1번은 

코일 비트 0 번지를 의미합니다. 응답메세지번호 2번은 코일 비트 1 번

지를 의미합니다.) MODBUS  RTU/ASCII 주소의 경우 HMI등과 통신 

시에는 아래 모비콘의 주소에 +1을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비콘 메모리 맵 > 

<메모리번지> <메모리 유형> <기능> 

0 

511 

 

0 ~ 255 
 

코일(Coil:비트) 

 

 

256 ~ 511 

- 비트 주소 (주소 단위: 1 비트) 

- 코일 메모리 번지 중 0~ 255 번지는 SMS 발송 

여부의 체크를 위해 사용 

- 0~31번지는 EXT.I/O 입력과 연동함. 

- 256~287번지는 EXT.I/O 출력과 연동함. 

- 장비의 온, 오프 상태 표현 

(* MODBUS  Address: 00001~00512) 

0 

511 

홀딩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 워드 주소 ( 주소 단위: 16비트, 2 바이트 ) 

- 수치 값의 입출력을 위해 사용 

-  2 워드 입출력으로 사용할 때에는 연속하여 2개

의 주소를 사용 ( 선행 주소가 High 16 비트, 다

음 주소가 Low 16 비트 값)  

-  주소 511번은 KT 기지국과의 통신 감도를 측정

하여 저장하여 놓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입니다. 

(* MODBUS  Address: 40001~40512) 

0 

31 

문자열 

(String) 

- 문자열 주소 

(주소 단위: 8 바이트, 영문기준 8문자) 

- 문자열 값의 입출력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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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Coil) 비트 메모리 ] 

 

코일(Coil) 비트 메모리 주소는 비트 주소로서 0부터 511 번지 입니다. 

이들 중 0~255 번지는 모비콘의 문자 메시지 발송 신호용 비트 주소

로서 동시에 사용됩니다. 즉, 코일(비트) 메모리 주소 0 ~ 255 번지의 

메모리는 비트 메모리가 0 (OFF) 상태에서 1 (ON) 로 설정 또는 바뀌

면 [응답메세지 리스트]-[메세지번호] 에서 비트메모리 번호에 해당하

는 문자 메시지(메시지번호 1~256번)가 자동 발송 됩니다.  

 

(*주의: 사용자 명령 코드 리스트 및 응답메세지 리스트에서 응답메세지번호는 1 번

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응답메세지번호 1번은 코일 비트 0 번지를 의미합니다. 

즉, 응답메세지번호 2번은 코일 비트 1 번지를 의미합니다….) 

  

코일(비트) 메모리 주소 256 ~ 511 번지는 기타 데이터 수집 및 장비

와의 시리얼 통신을 위한 비트 버퍼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EXT. I/O 와의 연동 

 

비트 메모리 0~31 번지는 외부 I/O(EXT. I/O) 모듈의 입력과 연동되

어 작동되며 비트 메모리 256~287번지는 외부 I/O(EXT. I/O) 모듈의 

출력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6.3 EXT. I/0 (외부 I/O)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와의 시리얼 통신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주소는 MODBUS RTU, 

MODBUS ASCII, ModbiCon ASCII 모두 같은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단, 메모리 주소는 옵셋(Offset) 주소로서 “0” 번지부터 시작합니다. 

즉, HMI등과 같은 MODBUS 장비와 통신하는 경우 모비콘 주소에 +1

을 하여 통신하여야 합니다.  

 

[ 홀딩 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메모리 ] 

 

모비콘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응답메세지]에서 “{2#{메모리주소}”
표현식에 의해 문자 메시지에 첨부시킬 수 있으면 원격으로 사용자 명

령등에 의해 장비로 설정 데이터를 쓰거나 현재 값을 읽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딩 레지스터 주소는 0부터 511이며, 1워드(2바이트; 16비트) 주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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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511번지 ]  WCDMA 감도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511번지는 KT 기지국과의 WCDMA 통신 감도

를 측정하여 그 결과값을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으로서 다

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감도 측정값의 결과 값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된 값이 작을수록 감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OOD> 5  ~  105 <BAD>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511번지의 값이 5에 가까울수록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의 통신 감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도 수치가 95 이상이 

되면 통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비와의 시리얼 통신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주소는 MODBUS  RTU, 

MODBUS  ASCII, ModbiCon ASCII 모두 같은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단, 메모리 주소는 옵셋(Offset) 주소로서 “0” 번지부터 시작합니다. 

즉, HMI등과 같은 MODBUS 장비와 통신하는 경우 모비콘 메모리 주소에 

+1 을 하여 통신하여야 합니다.  

 

 

[ 문자열 (String Register) 메모리 ] 

 

모비콘의 [응답 메세지 리스트]-“응답메세지”에서 “$” 기호에 의해  

문자 메시지에 첨부될 문자열 값은 [응답 메세지 리스트]-“문자열 위

치”에서 설정한 문자열 메모리 주소에서 읽습니다. 

 

문자열 메모리 값을 갖는 문자열 메모리는 통신 모드가 MobiCon 

ASCII 인 경우에만 사용되며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및 

MODBUS  ASCII 모드에서는 문자열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자열 메모리 주소는 0부터 31이며, 최대 8 바이트(4워드; 영문자 기

준 8자) 데이터 길이를 갖는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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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비콘과 장비와의 통신 프로토콜 
 

 모비콘이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할 때 마스터 장비에서 모비콘으로 

명령을 보내고 모비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TIMEOUT 시간은 

450mSec (0.45초) 이상으로 설정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7.1 MODBUS  RTU 통신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 포트 설정:  

 Baud Rate: 9600/19200/38400, Data bit: 8 , Stop bit: 1,  

 Parity check: None/Even/Odd  

 (* Parity check가 None일 때 Stop bit는 2) 

 

[모비콘이 지원하는 MODBUS FUNCTION CODE] 

(모비콘이 마스터 인경우) 

지원 Function Code:  

 01 (비트 읽기)  -----------  Read Coil Status 

 05 (비트 쓰기) ------------  Force Single Coil 

 03 (Holding Register 읽기) --- Read Holding Register  

 06 (Holding Register 쓰기)---  Preset Single Register 

(모비콘이 슬레이브 인경우)  

지원 Function Code:  

 01 (비트 읽기)  ----------- Read Coil Status  

  (32개까지 복수 읽기 지원) 

 02 (비트 읽기)  ----------- Read Input Status 

  (32개까지 복수 읽기 지원) 

 

 05 (비트 쓰기) ------------  Force Single Coil 

  

 03 (Holding Register 읽기) --- Read Holding Registers  

  (32개까지 복수 읽기 지원)  

 04 (Input Register 읽기) --- Read Input Registers  

  (32개까지 복수 읽기 지원) 

 

 06 (Holding Register 쓰기)--- Preset Singl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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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비트 포맷 ] 

 

MODBUS  RTU 통신 모드에서의 데이터 비트 순서(데이터 비트 포

멧)는 아래와 같습니다. MODBUS  RTU 통신 모드에서 데이터 비트

(Data Bit)는 8 데이터 비트입니다. 

 

< 패러티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8 Par Stop

 

< 패러티 무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8 Stop Stop

 

LSB: Least Significant Bit, MSB: Most Significant Bit, Par : 패러티 (Parity) 

 

*  MODBUS RTU 또는 MODBUS ASCII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MODBUS 프

로토콜의 공식 웹 사이트인 www.modbus.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비콘의 MODBUS  Address는 Offset 주소 체계(0번지부터 시작)  

이므로 HMI등과 통신시 모비콘 주소에 +1을 하여 읽거나 써야 합니다. 

 

 모비콘이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할 때 마스터 장비에서 모비콘으로 명령

을 보내고 모비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TIMEOUT 시간은 

450mSec (0.45초) 이상으로 설정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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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ODBUS ASCII 통신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 포트 설정:  

 Baud Rate: 9600/19200/38400, Data bit: 7 , Stop bit: 1,  

 Parity check: None/Even/Odd  

 (* Parity check가 NONE일 때 Stop bit는 2) 

 

모비콘이 지원하는 MODBUS FUNCTION CODE] 

(모비콘이 마스터 인경우) 

지원 Function Code:  

 01 (비트 읽기)  -----------  Read Coil Status 

 05 (비트 쓰기) ------------  Force Single Coil 

 03 (Holding Register 읽기) --- Read Holding Register  

 06 (Holding Register 쓰기)---  Preset Single Register 

(모비콘이 슬레이브 인경우)  

지원 Function Code:  

 01 (비트 읽기)  ----------- Read Coil Status  

  (1개씩 읽기(단일 주소) 지원)  

 05 (비트 쓰기) ------------  Force Single Coil  

 03 (Holding Register 읽기) --- Read Holding Registers  

  (1개씩 읽기(단일 주소) 지원) 

 06 (Holding Register 쓰기)--- Preset Single Register  

 
 

 [ 데이터 비트 포맷 ] 

MODBUS  ASCII 통신 모드에서의 데이터 비트 순서(데이터 비트 포

멧)는 아래와 같습니다. MODBUS  ASCII 통신 모드에서 데이터 비트

(Data Bit)는 7 데이터 비트입니다. 

< 패러티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Par Stop

 

< 패러티 무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Stop Stop

LSB: Least Significant Bit, MSB: Most Significant Bit, Par : 패러티 (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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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MobiCon ASCII 통신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 포트 설정:  

 Baud Rate: 9600/19200/38400, Data bit: 8 , Stop bit: 1,  

 Parity check: None/Even/Odd 

 (* Parity check가 None일 때 Stop bit는 2) 

 

[ 데이터 비트 포맷 ] 

 

MobiCon ASCII 통신 모드에서의 데이터 비트 순서(데이터 비트 포멧)

는 아래와 같습니다. MobiCon ASCII 통신 모드에서 데이터 비트(Data 

Bit)는 8 데이터 비트입니다. 

 

< 패러티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8 Par Stop

 

< 패러티 무 검사시 > 

LSB MSB 

Start 1 2 3 4 5 6 7 8 Stop Stop

 

LSB: Least Significant Bit, MSB: Most Significant Bit, Par : 패러티 (Parity) 

 

[ 데이터 메시지 부분 ] 

 

모든 데이터 메시지(명령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모든 메시지에는 {메시지}에 아래와 같이  

{LRC High}, {LRC Low}, {CR(Carriage Return)}, {LF(Line Feed)}가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LRC 

High 

LRC 

Low 
[CR] [LF] 

메시지 

(명령어)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0x0D 

(1바이트)

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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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LRC 검사(Check)를 위한 C 언어의 프로그램밍에 의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ic unsigned char LRC(auchMsg, usDataLen) 

unsigned char *auchMsg ; /* message to calculate LRC upon   */

unsigned short usDataLEN ; /* quantity of bytes in message    */

{  

 unsigned char uchLRC = 0 ; /*LRC char initialized               */

   

 while (usDataLen--) /* pass through message buffer      */

  uchLRC += *auchMsg++ ; /* add buffer byte without carry   */

 return ((unsigned char) (-((char)uchLRC))) ; /* return two complement             */

}  

  

 

 

LRC 검사(Check) 기능을 생략하고 싶을 때에는 LRC High에 0x30 

(ASCII 0), LRC Low에 0x30 (ASCII 0)을 보내면 수신된 데이터 메시

지 부분 중에서 LRC 검사 부분은 무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LRC 계산을 하기 힘든 기기의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서 데이터 통신 상에 노이즈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데이터 통신 오

류가 발생한 것을 검사할 수가 없으므로 사용상의 주의를 하여야 합니

다. 

 

<LRC 검사 기능의 생략>    

0x30 0x30 [CR] [LF] 메시지 

(명령어) 
(ASCII “0”) (ASCII “0”) (1바이트) (1바이트)

 

 

메시지 부분에 대한 MobiCon ASCII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60 

 

 

 

7.3.1 비트 메모리(Coil Memory) 읽기 

 

【 명령 형식 】 

CAR1 Slave_ID Bit_Address 

 

CAR1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대상 슬레이브 기기의 노드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Bit_Address :  읽을 비트 메모리(Coil Memory) 주소 

0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R1 Slave_ID Data 

 실패시 응답: CAR1 Slave_ID ERROR  

 

CAR1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슬레이브 기기의 노드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Data :  슬레이브의 응답 값은 000 또는 001 이 되어야 합

니다. 즉, 0 포함하여 3개의 숫자로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슬레이브 기기(Slave_ID)로부터 특정 코일(Coil) 또는 비트 메모리 주

소(Bit_Address)의 값 1 비트를 읽으라는 MobiCon ASCII READ 명령

입니다.  

 

< 예 > 

 (요청) CAR1 01 007 

 (응답) CAR1 01 001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R1 01 007{LRC Hi}{LRC Lo}{CR}{LF}   

또는  CAR1 01 007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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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비트 메모리(Coil Memory) 쓰기 

 

【 명령 형식 】 

CAW1 Slave_ID Bit_Address Data 

 

CAW1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슬레이브 기기의 노드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Bit_Address :  Write할 슬레이브 기기의 비트 메모리(Coil 

Memory) 주소,  

0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Data: 대상 슬레이브 장비의 비트 메모리에 저장될 비트 

값, 0을 포함하여 3자리의 숫자로 표현,  

000 또는 001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W1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CAW1 Slave_ID ERROR 

 

CAR1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슬레이브 기기의 노드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슬레이브 기기(Slave_ID)의 특정 코일(Coil) 또는 비트 메모리 주소

(Bit_Address)에 대상 값(Data)을 저장하라는 MobiCon ASCII WRITE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W1 02 023 001 

 (응답) CAW1 02 OK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W1 02 023 001{LRC Hi}{LRC Lo}{CR}{LF}   

또는  CAW1 02 023 001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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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16비트 수치 메모리(홀딩 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읽기 
 

【 명령 형식 】 

CAR2 Slave_ID HoldingReg_Address 

 

CAR2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대상 장비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HoldingReg_Address : 슬레이브 기기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Holding Register Memory) 주소 

0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R2 Slave_ID Data 

 실패시 응답: CAR2 Slave_ID ERROR 

 

CAR2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장비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Data :  슬레이브 장비의 응답 값.  

0 을 포함하여 5개의 숫자 (00000~65535) 

장비 응답 값은 0 을 포함하여 반드시 5개의 숫자로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슬레이브 기기(Slave_ID)로부터 특정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HoldingReg_Address)의 1 워드 (16비트) 값을 읽으라는 MobiCon 

ASCII READ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R2 01 034 

 (응답) CAR2 01 00731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R2 01 034{LRC Hi}{LRC Lo}{CR}{LF}   

또는  CAR2 01 034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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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16비트 수치 메모리(홀딩 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쓰기 
 

 

【 명령 형식 】 

CAW2 Slave_ID HoldingReg_Address Data 

 

CAW2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대상 슬레이브 장비의 주소  

0 을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HoldingReg_Address :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Holding Register Memory) 주소 

0을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Data: 대상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될 16 비트 수치 값, 0을 포함하여 5자리의 

숫자로 표현, (00000~65535)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W2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CAW2 Slave_ID ERROR 

 

CAW2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장비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숫자 2자 (01~99) 

 

슬레이브 기기(Slave_ID)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HoldingReg_Address)에 1 워드 (16비트) 값을 쓰라는 MobiCon 

ASCII WRITE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W2 02 005 00111 

 (응답) CAW2 02 OK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W2 02 005 00111{LRC Hi}{LRC Lo}{CR}{LF}   

또는  CAW2 02 005 00111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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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32비트 수치 메모리(홀딩 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읽기 
 

 

【 명령 형식 】 

CAR4 Slave_ID HoldingReg_Address 

 

CAR4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대상 장비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HoldingReg_Address : 슬레이브 기기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Holding Register Memory) 주소 

0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R4 Slave_ID Data 

 실패시 응답: CAR4 Slave_ID ERROR 

 

CAR4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장비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Data :  슬레이브 장비의 응답 값.  

0 을 포함하여 10 개의 숫자 

(0000000000~4294967295)  

장비 응답 값은 0 을 포함하여 반드시 10개의 숫자로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슬레이브 기기(Slave_ID)로부터 특정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HoldingReg_Address)의 2 워드 (32비트) 값을 읽으라는 MobiCon 

ASCII READ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R4 01 011 

 (응답) CAR4 01 0034567890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R4 01 011{LRC Hi}{LRC Lo}{CR}{LF}   

또는  CAR4 01 011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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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16비트 수치 메모리(홀 딩레지스터 Holding Register) 쓰기  
 

 

【 명령 형식 】 

CAW4 Slave_ID HoldingReg_Address Data 

 

CAW2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대상 슬레이브 장비의 주소  

0 을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HoldingReg_Address :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Holding Register Memory) 주소 

0을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511) 

Data: 대상 슬레이브 장비의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될 32 비트 수치 값 (2 워드), 0을 포함하

여 10 자리의 숫자로 표현, 

(0000000000~4294967295)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W4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CAW4 Slave_ID ERROR 

 

CAW2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장비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숫자 2자 (01~99) 

 

슬레이브 기기(Slave_ID)의 특정 홀딩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HoldingReg_Address)에 2 워드 (32비트) 값을 쓰라는 MobiCon 

ASCII WRITE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W4 02 016 0111222333 

 (응답) CAW4 02 OK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W4 02 016 0111222333{LRC Hi}{LRC Lo}{CR}{LF}   

또는  CAW4 02 016 0111222333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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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8 바이트 문자열(String) 쓰기  
 

이 명령은 모비콘이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될 때 외부 장비가 모비콘의 

내부 문자열 메모리에 문자열을 쓰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명령 형식 】 

CAWS Slave_ID StringReg_Address Data 

 

CAWS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모비콘의 슬레이브 주소  

0 을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StringReg_Address : 모비콘의 스트링 메모리 주소 주소 

8 바이트 주소 사용를 사용합니다. 

0을 포함하여 3개의 숫자 (000~031) 

Data: 모비콘 문자열 메모리에 저장될 대상 값. 문자 

8자 (영문자 기준, 공백 허용)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CAWS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CAWS Slave_ID ERROR 

 

CAWS :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모비콘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숫자 2자 (01~99) 

 

모비콘(Slave_ID)의 특정 문자열 메모리 주소(StringReg_Address)에 

8 바이트의 문자열을 쓰라는 MobiCon ASCII WRITE 명령입니다. 

 

< 예 > 

 (요청) CAWS 02 012 고온경보 

 (응답) CAWS 02 OK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

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CAWS 02 012 고온경보{LRC Hi}{LRC Lo}{CR}{LF}   

또는  CAWS 02 012 고온경보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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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외부 장비에서 직접 SMS 보내기  
 

이 명령은 MobiCon ASCII 통신 프로토콜 모드에서 모비콘이 슬레

이브 모드로 동작될 때 적용되는 명령어로서 외부 장비에서 직접 

SMS를 발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입니다. 

 

 

 

 

 

 

 

 

 

【 명령 형식 】 

ASST Slave_ID Phone_Number Message 

ASST :  예약어 

Slave_ID :  명령을 받을 모비콘의 슬레이브 주소  

0 을 포함하여 2개의 숫자 (01~99) 

Phone_Number :  SMS 메시지를 받을 단말기 전화번호 

Message : 해당 단말기에 보낼 SMS메세지.  

최소 1자, 최대 70자(영문자 기준)  

 

【 응답 형식 】 

 성공시 응답:  ASST Slave_ID OK 

 실패시 응답: ASST Slave_ID ERROR 

ASST:  예약어 

Slave_ID :  응답하는 모비콘 자신의 슬레이브 주소  

0 포함하여 숫자 2자 (01~99) 

 

외부 장비에서 모비콘(Slave_ID)에게 특정 단말기(Phone_Number)

로 해당 문자 메시지(Message)를 보내라는 MobiCon ASCII 

WRITE 명령입니다. 

<예> (요청) ASST 02 01099991000 실내온도가 높습니다. 

 (응답) ASST 02 OK 

 

*  위 명령에 {LRC Hi}{LRC Lo}{CR}{LF} 또는 00{CR}{LF}를 붙여야 완전한  

프로토콜(명령)이 구성됩니다. 

즉, ASST 02 01099991000 실내온도가 높습니다.{LRC Hi}{LRC Lo}{CR}{LF}   

또는 ASST 02 01099991000 실내온도가 높습니다.00{CR}{LF}  

(모비콘 응답 시간 400 ~ 500 mS) 

* 주의사항 
ASST 명령을 사용하여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당 이동통신사 
기지국과의 통신이 약 
10~15초(기지국과의 감도
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
도 소요가 되므로 문자메
시지를 연속해서 보낼 경
우에는 문자메시지 간격을 
15초이상 두어 명령을 보
내야 합니다. 

(①②③④ 소요시간: 10~15초) 

 슬레이브 ID 

 단말기 번호 

(전화번호) 

 송신할 문자메시지 <사용자 단말기> 
<모비콘> 

③문자메시지 보내기 

장비 

○1  ASST 명령 

Mobicon ASCII

마스터 모드 

Mobicon ASCII 

슬레이브 모드

 ② 응답(Response) ④SMS서버응답

KT 

SMS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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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사양 및 규격 

 
구분 제품규격 

단말기 모델명 MSG401-W 

통신 방식 양방향 SMS 

단문자메시지 한글지원 

영문자 기준 최대70문자 

전화번호등록 최대 254개 

응답메시지문장등록 최대 256 문장 

네트워크 타입 WCDMA 3GPP 

네트워크 Band WCDMA 2100MHz  

(Band Class 1) 

모뎀 CHIP  Qualcomm MSM6245(ZIF)

프로세서 Microprocessor 

프로세서 모델 PIC18LF6722 

1MByte 메모리포함 

프로세서 성능 20MHz 

메모리  

Flash (ROM) 128KByte 

SRAM (RAM) 3840 Byte 

시리얼 통신 포트 (외부 기기 연결용) 

RS232 (bps) 9600,19200,38400 

RS485 (bps) 9600,19200,38400 

지원 프로토콜 MODBUS RTU 

MODBUS ASCII 

MOBICON ASCII 

* Master/Slave 모드 지원 

외부 I/O 포트 모비콘 전용 I/O 모듈

(IOM88) 연결 지원 

전원 12 ~ 24VDC 

정격소비전력 8.4W 

 
< 전 면 > 

 

 
< 좌측면 > 

 

 

< 우측면 > 

 

 
< 바닥면 >  

크기 (W x H x D) 105 x 135 x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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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S 

9.1 사용시 주의 사항 

 

○1   모비콘의 설치 위치는 휴대폰(KT)의 감도가 좋은 곳에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열, 습기, 먼지를 피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에 충격을 주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4  전력 소모가 많은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SMS 통신은 이동 통신사의 망 상태 또는 SMS 사용 폭주로 인하

여 통신이 늦어지거나 두절될 수도 있습니다. 

 

 모비콘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송신자 또는 모비콘 

사용자(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9.2 제품 고장 신고 또는 문의 전 점검 사항 

 

① 모비콘 상단의 전원 LED 및 각종 통신 LED 상태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3.1 모비콘 LED 종류” 설명 참조) 

  모비콘 전원의 ON/OFF를 확인하십시오. 

 전원을 껐다가 2~3분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외부 연결 기기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여 보십시오. 

② 모비콘의 설치 위치에서 휴대폰(KT)의 감도가 좋은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휴대폰(KT)의 감도가 안좋은 상태이면 감도가 좋은 장소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비콘의 각종 설정 값들이 모비콘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

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비콘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설정값들을 다시 다운로드하여  

작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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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서비스에 대하여 

 

○1  무상 서비스 

 

  고객이 제품 사용 중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장 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장난 제품은 당사 A/S 센터로 보내 주시면 수리 후 전달해 드리

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9.4 서비스 문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도 유상 처리가 되는 경우 

(* 아래 유상 서비스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상 서비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여도 아래의 경우에는 유상 처리됩니다.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분해, 개조 하였을 경우 

 화재, 지진,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부적절한 전원등을 연결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부적절한 외부 기기와의 연결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침수등의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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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비스 문의 

 

○1  설치 시 사용 문의는 구입하신 대리점에 문의를 하시거나  

당사 고객 지원팀 (전화: 02-414-5767)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mpsolu.com/mobicon)에 Q&A 신청을  

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제품 홈페이지에는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 모비콘 사용 예,  

다운로드, Q&A 등과 같은 모비콘 사용 시에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3  신속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의 대리점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대리점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mpsolu.com/mobicon” 참조 

 

▪ 본사 연락처: 

 

  

 

 

  

 팩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212호) 

 엠피솔루션㈜ 모비콘 고객 지원팀  

(02) 414-5767 

(02) 414-2006 

support@mpsol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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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무 료 서 비 스 
   

제품명  모비콘 (MOBICON) 모델 번호 MSG401-W 

구입일       년    월    일 구입대리점  

제품 시리얼 번호  

    

    

유 료 서 비 스    

보상내용 
소비자 피해 유형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구입후 10일 이내에 중요 이상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이상 발생시 
제품 교환  

구입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료 수리 유료 수리 

부품 보유 기간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정액 감가 삼각

금액에 10% 

가산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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