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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콘 일반 사양 

MOBICON Specifications 
Model: MSG401-W  

 

 
 
 
모비콘은 플랜트 관리, 빌딩관리, 각종 설비의 원격 점검/
감시/제어 등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는 모바일 장비로서 각종 장비에서 이벤트 발생시 지정

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의 단말기에

서 모비콘을 통해 장비로 제어 명령을 보내거나 현재 상

태를 조회 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 문자 통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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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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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콘 외형 구성 안내 ] 

 

 

 

시스템 검사 포트 

설정 모드 또는 온라인 모드 선택 

시스템 리셋 

EXT. I/O (외부 I/O 포트) 

RF 안테나 

WCDMA 상태 LED 

전원 상태 LED 

RS232 모드 선택 LED 

Tx/Rx 통신 상태 LED 

RS485 모드 선택 LED 

시스템 설정 RS232 포트 

RS485 기기 연결 

RS232 기기 연결 

전원 (12~24V DC) 

CDMA 검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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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콘 통신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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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여야 합니다. 

전원 12~24VDC

시스템 설정 (모비콘 매니저) 

RS232 케이블 

RS485 기기 연결 *주1

RS485 / RS232 기기 

 DCS (분산형제어시스템)

 BAS  

(빌딩제어및관제시스템) 

 PLC 

 RS485 또는 RS232 

통신 I/O 모듈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컴 

 MMI PC 

 터치 운전 패널 

 기타 RS485 또는  

RS232통신 모듈 

*주1 

RS232 기기 연결

* 모비콘 설정 

  작업시 연결 

AC/DC 전원 아답터 

(입력: AC220V, 출력: DC12V) 

EXT. I/O (외부 I/O) 포트 

모비콘

매니저

모비콘 전용 I/O 모듈 

모델 : IOM88 (*별매품) - 입력 8채널, 출력 8채널 

* 최대 4 모듈까지 확장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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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콘 매니저]  --- 모비콘 설정 프로그램 

사용자의 등록, 모비콘과 외부 기기와의 통신 설정, 문자메시지의 등록 및 수신 명령 처리 등의 

설정을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비콘 매니저를 제공합니다. 

< 모비콘 매니저 설정 화면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