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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정보
  

1.1 이용 안내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본 가이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Softing은 본 제품의 부적절한 설치 또는 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본 가이드의 정보 및 지침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주십시
오. 최신 버전의 하드웨어 가이드를 얻으려면 웹 사이트의 Download Center (다운로드 센터)
하십시오.

1.2 목적

본 가이드는 mobiLink 를 연결하고 시작하는 방법과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앱을 사용하여 USB 또는 Bluetooth를 통해 필드 장치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1.3 대상 고객

이 사용자 가이드는 HART, FOUNDATION 필드버스 및 Profibus PA 장치를 포함한 필드

장치 구성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숙련된 운영 직원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mobiLink 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 가이드의 안전 요구 사항과 작업 지침

을 읽고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1.4 인쇄상 규칙

제품 문서의 전체에서 다음의 규칙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작업과 관련된 키, 버튼, 메뉴 항목, 명

령 및 기타 요소는 굵은 글꼴을 사용하며 메뉴

시퀀스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구분함

시작à 제어판 à 프로그램 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버튼은 대괄호로 감싼
후 굵은 글꼴로 표시함

[시작] 버튼을 눌러 앱 시작

코딩 샘플, 파일 추출 내용 및 화면 출력은 
Cour i er  글꼴 유형을 사용하여 표시함

MaxDl sapAddr essSuppor t ed=23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는 기울임꼴을 사용하
여 표시함

장치 설명 파일은 C:
\<Application name>\delivery\software
\Device Description files 에 있음

http://industrial.softing.com/en/downloads


mobiLink - 사용자 가이드

6 버전 KO-102020-1.31.1

주의

이 기호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피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손
상 또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이 기호는 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서비스 도중 따라야 할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환
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힌트

이 기호는 도움이 되는 사용자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5 문서 이력

 문서 버전 이전 버전과 비교해 수정된 사항

1.00 초기 버전

1.01 하드웨어 버전 1.00 대비 변경 사항 없음. 일본에 대한 Bluetooth 인증 추가.

1.02 하드웨어 버전 1.00 대비 변경 사항 없음. 소프트웨어 기반 PROFIBUS PA 기능
설명 추가.

1.30 최신 라이선스,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 및 Bluetooth 절전 기능 추가.

1.31  방폭 그룹 IIC 승인을 위하여 1.00에서 1.10으로 하드웨어 버전 변경. 기술 데이
터  섹션 참조.

1.6 관련 문서

다음 문서는 mobiLink 초기 시작 및 지원되는 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장치를 작동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다운로드는 다음의 제품 웹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Getting Started - 시작하기 - 퀵 가이드 V1.30 (포장된 제품과 함께 제공) 

Communication Configuration Tool - User Guide V2.23 (통신 구성 도구 - 사용자 가이드 )

MOBILINKdtm  - User Guide  V1.30 - 사용자 가이드

1.7 문서 피드백

문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obe Reader의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PDF 파일에 주석을 기록하고 support.automation@softing.com 으로 이메일 피드백
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피드백을 보내려면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문서 이름  

문서 버전 (커버 페이지에 표시됨) 페이지 

번호

22

https://industrial.softing.com/en/products/usb-and-bluetooth-modems/mobilink-multiprotocol-interface.html
mailto:support.automation@softing.com


장 2 - mobiLink안내 

버전 KO-102020-1.31.1 7

2 mobiLink안내

mobiLink 는 외부 전력을 사용하는 HART 루프 또는 필드버스 세그먼트에서 HART,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 필드 장치의 구성, 관리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
된 통신용 모바일 필드 장치입니다. 이 통신 장치는 위험 구역(폭발성 환경)에 적합하며 PC, 태
블릿 또는 스마트폰과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용 FDT 프레임 앱과
구성 도구를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예: 통신 구성 도구). mobiLink 는 FDT 프레임 앱을
사용하는 대신 특정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Yokogawa Field 장치 관리 도구 FieldMate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biLink 는 Android 및 iOS 장치용 ProComSol에서 Smart
Communicator를 사용하여 HART 구성과 통신을 지원합니다.

2.1 적합한 용도

mobiLink 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와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여 연결된 필드 장치(HART,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를 구성, 시운전 및 유지합니다. mobiLink 는 풀 스케
일 필드 설치와 워크벤치의 오프사이트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biLink 는 연결된 장
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전력이 공급되는 HART 루프 또는 전력이 공급되는 필드버스
세그먼트가 필요합니다. 본 장치는 폭발성 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적합성 참조 ) 본질 안전
필드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mobiLink 주 전원 공급장치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알림

작동 중인 시스템과 간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운용 시설에서 mobiLink 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obiLink 를 사용한 작업 중 손상, 상해 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공정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
지시하는 모든 안전 주의 사항 및 작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2 공급 및 다운로드

제품 상자에는 다음의 구성품이 제공됩니다: 

mobiLink 유닛

USB 케이블 (2m)

일련의 테스트 케이블 적색/흑색 및 클램프 (1m)

AA 배터리 3개

시작하기 가이드 인쇄본 (Getting Started Guide)

다음의 구성품은 제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obiLink manager

통신 구성 도구 (Communication Configuration Tool)

MOBILINKdtm 

PACTwa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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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능 설명

커넥터 Foundation Fieldbus PROFIBUS PA HART

(1)     FIELDBUS 적색   DATA + PA +

(2)     Common 흑색   DATA - PA - HART N

(3)     HART 적색          HART P

커넥터 / 버튼 기능

(4)    USB USB-C Type 유형 커넥터

(5)    Bluetooth 버튼 페어링을 위한 가시성 활성화

(6)    전원 켜기/끄기 버튼 켜기/끄기

LED 기능

(7)    FIELDBUS 장치가 필드버스 통신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8)    HART 장치가 HART 통신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9)    Bluetooth
2분 동안 점등 = 페어링 모드, 2초마다 점멸 = 장치 페어링
완료, 1초마다 점멸 = 장치와 통신 중.

(10)  배터리 잔량 부족 
2초마다 점멸 = 배터리 잔량 부족, 10초마다 점멸 =  
mobiLink 가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 모드에서 작동 중

(11)  전원 계속 점등 = 장치가 켜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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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원 공급장치

장치가 작동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mobiLink 를 처음 사용하기 전, 장치 뒤편에 있는 배
터리 칸을 열고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AA 규격의비충전식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

장치가 배터리 전력을 모니터링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황색 배터리 LED 가 점등
합니다. 장치를 사용하기 전 배터리를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시작 준비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알림

배터리 사용수명은 작동 모드(USB 또는 Bluetooth) 및 주변 온도  (기술 데이터  설

명 참조) 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4.1 배터리 안전 및 폐기 지침

다음의 지침을 읽어 누출, 과열, 폭발 또는 부식으로 인한 부상이나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장치 손상을 예방하십시오.

mobiLink 는 기술 데이터  장에서 지정하는 배터리 유형만 사용하여 작동시켜야 하며, 지
정된 유형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여 mobiLink 를 작동하는 경우 Ex 인증은 무효화됩니다.

배터리 LED가 점멸하기 시작(2초마다)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십시오. 사용을 완료한
배터리는 예상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에서 즉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위험 구역에서는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설치하면 안 되며 배터리 칸을 열어도 안 됩니다.

모든 배터리는 항상 동일한 유형의 새 배터리로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방전 상태에 편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점진적인 누출 위험성 또는 파열로 인하여 전압이 반전될 위험성이 있
습니다.

배터리는 일반 실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스토브 또는 오븐 등과 같은 발열원 인
근이나 그 위쪽에 배터리를 보관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누설로 인해 예상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에
서 배터리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 또는 전기적으로 오남용하지 마십시오. 회로를 단락하거나 부적절하게 장착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를 분해, 압착, 충전 또는 고온에 노출하는 경우에는 폭발, 열분해 또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라벨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10

14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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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배터리 사용수명

배터리 사용수명은 작동 모드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작동 배터리 사용수명 예상

HART 를 통한  Bluetooth > 45 시간

Fieldbus 를 통한 Bluetooth > 45 시간

HART 를 통한 USB > 6 일

Fieldbus 를 통한 USB > 1 년

 mobiLink에 연결되지 않으면 5분 후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전원 LED가 2초마다 점멸). 장치
는 25분 동안 절전 모드를 유지한 후, 연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2.4.3 배터리 교체

다음 단계에 따라서 mobiLink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1. mobiLink 전원을 끕니다.

2. FIELDBUS 또는 HART 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3. 뒤편에 있는 배터리 커버의 나사를 풉니다. 

4. 커버를 올려서 빼냅니다.

5.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6. 배터리 칸의 아래쪽에 표시된 것과 같이 교체할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7. 주의.

주의

기술 데이터 장에서 지정하는 배터리 유형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유형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여 mobiLink 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Ex 인증이 무효화됩니다
.

8. 배터리가 올바르게 삽입된 것을 확인합니다.

9. 배터리 커버를 재장착하고 제자리에 고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10. 손가락의 힘만으로 배터리 커버의 나사를 고정합니다. 심하게 조이면 안 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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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mobiLink 는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 작동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본 장치의 운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체 지정에 따라 그리고 본 매뉴얼에 따라
mobiLink 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의 사용에 적용되는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
니다.

3.1 폭발 방지

mobiLink 를 사용하면 HART,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 장치에 대해 본질 안전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장치는 제 1종 /제 2종 (Gas-Ex 범주 2G)로 분류되는 위험 구역

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장치는 폭발 그룹 IIC 및 온도 등급 T4 이상에 대해 인증

을 받았습니다.  mobiLink 는 제 0종  으로 분류되는 폭발성 환경 내에서 폭발이 방지되고 인증

을 받은 본질 안전 회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설치를 위한 현지의 안전 요구 사항

을 준수하면서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폭발성 환경에서 배터리 칸을 열면 안 됩니다. 

본 제품 사용에 앞서 본 문서의 모든 정보와 고지 사항을 반드시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mobiLink 의 전기 매개변수가 필드버스 설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 내에서 호스트 장치에 USB 연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우징을 개방한 상태에서  mobiLink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우징이 개방되면 Ex
승인이 무효화됩니다.

mobiLink 사용에 앞서 배터리 칸이 닫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Ex 위험 구역 내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설치하면 안 됩니다.

승인된 배터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배터리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Ex 승인은 무
효화되고 안전 위험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지시되는 알림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치를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경우,
Softing은 모든 책임을 면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장치와 예비 부품에 대한 보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본 하드웨어 가이드의 세부 사항은 마킹과 제품 라벨에 명시된 해당 세부 사항 및 사용 조
건과 똑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장소 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전기 장비에 대한 현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장치를 선정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EN 60079-14의 요구 사항을 반
드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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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장치의 예상하지 못한 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본 장비는 원래의 용도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증 및
Softing 책임 사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모든 전기 구성품은 각각의 원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현지 규정에 맞게 낙뢰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

mobiLink 를 비본질 안전 전기 회로에 연결하거나 지정된 전기 매개변수 사양
을 벗어나서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Ex 승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치를 본질 안전 회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2 사용 경고

시동 절차 도중 mobiLink 는 연결된 필드버스에 대해 작동 모드가 적절한지 검증을 시도합니
다.

필드버스 단자가 작동 중인 4-20 mA 링크에 연결되는 경우, 아날로그 프로세스 값이 손상됩니
다. 올바른 연결과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3.3 운반, 청소, 유지보수

운반운반:
운반 시 부주의로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mobiLink 를 기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방
법으로, 배터리를 아예 제거한 채로 운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

젖은 천을 사용하여 케이스를 주기적으로 닦습니다. 연마제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
다. 위험 구역 내에서 PRODUCTNAME%> 를 청소하면 안 됩니다!

유지보수:

mobiLink 에는 수리 가능한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Softing에서만 본 장치를 개조 및 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을 열면 Ex 승인이 무효화되고 보증 역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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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biLink 설치 및 사용
   

4.1 mobiLink 포장 해체 및 검사

mobiLink 는 공급 및 다운로드  장에 나와 있는 부품이 든 상자에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다음
중 어느 사항이라도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mobiLink 를 설치 및 시동하기 전에 장치
의 무결성을 점검하십시오.

하우징의 외부 손상 테스트 리드

절연재의 손상

인증서 또는 라벨이 완전하지 않거나 판독하기 어려움

알림

본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Softing 지원팀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4.2 mobiLink 설치

MOBILINKdtm (FDT 프레임 앱의 경우) 또는 통신 구성 도구(ComConf)를 설치해야 mobiLin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biLink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옵션 라이선스를 관리하려면 mobiLink
Manager도 설치해야 합니다. mobiLink 제품 웹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할 소프트웨어 앱을 모
두 찾으십시오.

1. 최신 MOBILINKdtm 또는 통신 구성 도구 (Communication Configuration Tool)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2. 설정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알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위의 설명대로 설
정을 시작하고 UAC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 데이터로 설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UAC 대화 상자에서 "Softing AG"가 확인된 게시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관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선택 사항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3. 설치 언어를 선택합니다. 

4. 설치 마법사의 지침에 따릅니다.

알림

설치 도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Softing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5. mobiLink Manager 다운로드 및 설치 단계를 반복합니다.

7

https://industrial.softing.com/en/products/usb-and-bluetooth-modems/mobilink-multiprotocol-interface.html
mailto:support.automation@sof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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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작 준비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 프로토콜과 함께 mobiLink 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
, mobiLink가 지원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최신 펌웨어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mobiLink 제품 웹 사이트  에서 최신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장에서 펌웨
어 설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1. <%PRODUCTNAME%> 를 시작하기 전에 USB 또는 Bluetooth 연결을 설정합니다.

2. mobiLink 장치에 배터리가 장착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 교
체  배터리 교체  장의 설명을 참조하여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3. 전원 버튼을 약 2초 동안 눌러서  mobiLink 를 켠 후, 배터리 점검이 수행될 때까지 5초
동안 기다립니다. 배터리 전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전력 부족은 배터리
LED가 황색으로 점멸하여 표시됩니다.

4.3.1 USB 연결

USB 포트를 통해 호스트 장치에 mobiLink를 연결하는 경우, mobiLink는 USB 통신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달리, 유선 USB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mobiLink를 켜면 장치가 무선
Bluetooth 통신을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Bluetooth
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동 중 USB 케이블을 분리하는 경우, mobiLink 전력이 차단됩니다.
Bluetooth 작동 중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mobiLink가 재부팅됩니다

주의

USB 연결 방식은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4.3.2 Bluetooth 페어링

mobiLink 는 Bluetooth Smart라고 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Bluetooth 통신의 경우, mobiLink 는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주변 장치 역할을
하며, Bluetooth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항상 mL<SerialNumber>_BLE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iOS(Apple)에서 실행 중인 Bluetooth 장치만 BLE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Android 장치
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Bluetooth 클래식과만 작동합니다. Bluetooth 클래식의 페어링은 사용
하는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처음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 전원 버튼을 2초 동안 눌러서 %PRODUCTNAME%> 를 켭니다.
 mobiLink 가 BLE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 페어링한 후 통신합니다. 

2. Bluetooth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서 Bluetooth 클래식 주변 장치와 페어링합니다.
청색 Bluetooth LED가 점등합니다. 이제 2분 동안 Bluetooth 클래식 장치에 mobiLink가
나타나며 페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하는 Bluetooth 장치에서 Bluetooth 스캔 기능을 시작합니다. 이름이 mobiLink인
새로운 장치와 일련 번호가 나타나면, mobiLink를 선택하여 페어링합니다. PIN 또는 암
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10

https://industrial.softing.com/en/products/usb-and-bluetooth-modems/mobilink-multiprotocol-interf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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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버튼을 약 2초 동안 눌러서 mobiLink 를 끕니다.

알림

 mobiLink 가 켜지고 장치가 USB 케이블에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Bluetooth 통신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페어링한 호스트 장치와 통신을 설
정하기 위해 Bluetooth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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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ART 환경에서mobiLink사용

HART는 HART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4-20mA 전류 루프를 통해 통신하며 기본 프로세스 값
을 표시합니다. mobiLink 는 HART 루프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전원이 공급되는
HART 루프에 연결된 것을 확인합니다.

mobiLink 를 본질 안전 회로에 연결하기 전, 전기 본질 안전 매개변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
세한 사항은 기술 데이터  섹션 설명 참조).

 

HART 연결 설정

1. 위의 그림과 같이 HART 환경에 mobiLink를 연결합니다. 

2. Bluetooth 또는 USB를 사용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에 mobiLink 를 연결합
니다. .

3. 전원 버튼을 약 2초 동안 눌러서 mobiLink 를 켭니다.

4. 사용하는 PC(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원하는 앱을 시작합니다.

5. mobiLink 를 HART 인터페이스로 선택합니다. 

알림

사용하는 앱(MOBILINKdtm 또는 ComConf)에 따라 작동 모드가 선택됩니다.
mobiLink는 인터페이스의 전기적 조건이 선택한 모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
다. 따라서, 앱이 시작되기 전에 mobiLink를 HART 장치 또는 필드버스 세그먼
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6. HART LED 가 HART 모드를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LED는 2초마다 점멸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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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필드버스 환경에서 mobiLink사용

FOUNDATION Fieldbus 및 PROFIBUS PA는 사용하는 mobiLink 에서 동일한 물리적 레이어를 사
용합니다. 본 장치는 시동 단계에서 필드버스 전압과 극성을 점검합니다. 문제가 감지될 경우 
mobiLink 는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mobiLink 를 본질 안전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전기적
본질 안전 매개변수를 준수해야 합니다(상세한 정보는 기술 데이터  섹션 참조). mobiLink는
필드버스 세그먼트의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전력이 공급되는 필드버스 세그먼트
에 연결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mobiLink가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연결되면 필드버스 세그먼트에서 약
10mA를 사용합니다. 필드버스 전원 공급장치에 충분한 추가 전압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장치가 최대 용량에 근접하여 작동 중일 때 mobiLink 를 연
결하면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알림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를 통해 필드 장치에 액세스하려면 별도
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F 및 PA를 위한 mobiLink라이선스

 장을 참조하십시오.

필드버스 연결 설정

1. 위의 그림과 같이 필드버스 환경에 mobiLink 를 연결합니다.

2. Bluetooth 또는 USB를 사용하여 PC(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mobiLink를 연결합니
다.

3. 전원 버튼을 약 2초 동안 눌러서 mobiLink 를 켭니다.

4. 사용하는 PC(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원하는 앱을 시작합니다.

5. mobiLink 를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로 선택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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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용하는 앱(MOBILINKdtm 또는 ComConf)에 따라 작동 모드가 선택됩니다.
mobiLink 는 인터페이스의 전기적 조건이 선택한 모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
다. 따라서, 앱이 시작되기 전에 mobiLink 를 HART 장치 또는 필드버스 세그먼
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6. FIELDBUS LED가 필드버스 모드를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LED는 2초마다 점멸합니다.

4.5.1 PROFIBUS PA 를 위한 별도의 알림

•모든 PROFIBUS PA 마스터는 PA 세그먼트마다 동일한 버스 매개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mobiLink 는 다음의 PA 마스터와 함께 시험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Softing Gateways (pnGate PA/PB, mbGate PA)

Siemens PA Link (IM-153)

Pepperl + Fuchs SK3

Pepperl + Fuchs Basic Segment Coupler

제한 사항:

다음의 PA 마스터는 mobiLink와 통신하지 못합니다.

Pepperl + Fuchs SK1 & SK2

버스 매개변수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MOBILINKdtm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4.5.2 FF 및 PA를 위한 <%PRODUCTNAME% 라이선스

FOUNDATION Fieldbus 및 PROFIBUS PA에 mobiLink  를 사용하려면 관련 라이선스를 활성화해
야 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옵션 사항이며 표준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Softing Industrial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단 우측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
여 등록하거나 이내 Softing 포털 링크를 선택합니다. 등록한 후 로그인하면 My Softing
Dashboard로 연결됩니다.

2. [Register License] 를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인증을 위해 라이선스 키 입력 필드에 license key 를 입력합니다. 
FOUNDATION Fieldbus 또는 PROFIBUS PA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라이선스 인증서를 받
게 됩니다.

4. 이전에 다운로드한 mobiLink Manager를 열어서 Device ID를 확인합니다.

5. Licensing 탭을 선택합니다.

https://industrial.softing.com/en/lo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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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선스를 원하는 mobiLink 에 대해 [Read]를 클릭합니다. 장치 ID가 표시됩니다.

7. [Copy] 를 클릭합니다.

8. 내 Softing 포털 페이지의 Device/Host ID 필드에 장치 ID를 붙여 넣습니다.

9.  [Register License] 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10.  [Download] 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PC 에 라이선스 파일을 저장합니다.

11.  mobiLink Manager 앱으로 전환합니다.

12.  관련 장치 ID에 맞는 mobiLink 를 선택합니다

13.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하는 PC 에서 라이선스 파일을 검색한 후 [Open]을 클릭합
니다.

14.  [Transfer License] 를 클릭합니다.
  진행률 표시줄에 설치 상태가 나타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https://industrial.softing.com/en/login.html
https://industrial.softing.com/en/lo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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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폭발성 환경에서 mobiLink사용

폭발성 환경에서는 반드시 Bluetooth를 사용하여 mobiLink  를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연결해야 합니다. 폭발성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obiLink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mobiLink 는 제 1종/제 2종 (가스 폭발 범주 2G)로 분류되는 위험 구역에 대한 본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제 0/1/2 종 그룹 IIC 위치에 있는 장비에 부착된 HART 루프 또는 필드버
스 세그먼트에 연결해도 됩니다.

주의

USB 커넥터 보호를 위해 USB 커버 플랩을 항상 닫아야 합니다.

주의

Use only approved batteries. See Technical Data  for details.

알림

mobiLink 본체를 위험 구역의 외부에서 그리고 본질 안전 매개변수 범위 내에서 사
용하기만 한다면 Fieldbus 및 HART 인터페이스에 본질 안전 회로를 연결해도 됩니
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 데이터  섹션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mobiLink 를 비본질 안전 전기 회로에 연결하거나 지정된 전기 매개변수 범위를 초
과하여 제품을 작동하는 경우 Ex 승인은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mobiLink 를 본질
안전 회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7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

표준 10mA가 아닌 필드버스에서 18mA를 사용하는 경우  mobiLink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
킬 수 있습니다. Bluetooth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배터리 잔량 부족 LED가 2
회 또는 3회 점멸하여 필드버스의 소비전력 변화를 표시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
터리 잔량 부족 LED가 5초마다 점멸합니다.

알림

18mA의 고전력을 사용하면 mobiLink 가 연결된 필드버스 세그먼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필드버스 앱의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HART 루프에서는 전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으므로,  mobiLink 는 배터리 전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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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펌웨어 업데이트

mobiLink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각각 지원되는 프로토콜 중 하나를 처리하는 상이한 3
가지 펌웨어 파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HART, FOUNDATION Fieldbus 및 PROFIBUS
PA입니다.

1. mobiLink  제품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PC로 최신 펌웨어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지원되는 각 프로토콜에는 자체 펌웨어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일 1개 또는 3개
(HART, FF, PA)를 모두 선택하여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2. 사용하는 PC에서 mobiLink Manager를 시작합니다.

3. Firmware Update 탭을 선택합니다.

4. mobiLink 장치를 선택합니다.
연결된 모든 장치가 창에 표시됩니다.

5.  아이콘을 클릭하여 방금 다운로드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태그 필드에 펌웨어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6. [Start Firmware Update] 를 클릭합니다.
하단 우측 모서리에 있는 진행률 표시줄은 업데이트 상태를 나타냅니다. 업데이트가 완
료되면 Firmware update succeeded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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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데이터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Foundation Fieldbus / PROFIBUS-PA)

연결 극성이 있는 4mm 바나나 유형 잭(적색/흑색)

물리적 레이어 IEC 61158-2, 유형 1 기준: 31.25Kb/s, 전압 모드

공칭 입력 전류(Fieldbus) 10mA(Ufieldbus > 9.0V 조건)

18mA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의 경우

(Ufieldbus > 9.5V 조건)

필드버스 종단기 필드버스 종단기 미포함 

비위험 구역 및 비본질 안전 회로에서 사용 시 입

력 전압

+9 … +32 V

HART 인터페이스

연결 4mm 바나나 유형 잭(적색/흑색)

물리적 레이어 HART FSK 호환형 모뎀

본질 안전 Fieldbus / HART

본질 안전 매개변수 EX ia IIB, Ui = 30V, Ci 5 nF, Li 극히 

낮음 FISCO 필드 장치

절연 USB와 필드버스 사이 1500VDC, 

USB와 HART 사이 1500VDC

Bluetooth

Bluetooth RF 모듈 Laird BT900

BT 모드 듀얼 모드

(클래식 Bluetooth 및 Bluetooth 에너지 절약) 

출력 전력 +8dBm (최대)

범위 14 m

USB

속도 USB 2.0 최대 속도

커넥터 USB 유형 C

전기 비본질 안전

5V, 100mA의 위험 구역 내부에서 사용하면 안

됨

Um = 253V

ESD 민감성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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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배터리 유형 알카라인, IEC-LR6, 공칭 전압 1.5V

위험 구역 사용 시: Energizer E91 또는 Duracell

Procell MN1500. 다른 유형 또는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 사용 시 인증 무효.

환경 조건

침투 방지 IP54(캡을 장착하여 USB 차폐)

작동 온도 -20 °C .. +50 °C

보관 배터리는 일반 실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추락 높이 1 m 

승인, 마킹

ATEX IBExU 18 ATEX 1001

Ex ib [ia Ga] IIC T4 Gb

Ex ib [ia Da] IIIC T100 °C Db

IECEx IECEx IBE 18.0001

Ex ib [ia Ga] IIC T4 Gb

Ex ib [ia Da] IIIC T100 °C Db

명판 예시



mobiLink - 사용자 가이드

24 버전 KO-102020-1.31.1

6 적합성 선언

이 제품은 다음의 유럽 지침 조항을 준수합니다.

2014/30/EU "EMC” EMC 지침 2014/30/EU “전자파 적합성”은 전기 및 전자 제품이 전

자기 간섭을 유발하거나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합니다

2014/34/EU "ATEX" 지침 2014/34/EU “폭발성 환경”은 잠재적인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

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을 포괄합니다. 본 지침은 EU 시장에 제품

을 출시하기 전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보건 안전 요구 사항 및 적

합성 평가 절차를 지정합니다. 

2014/53/EU "RED" RED 2014/53/EU “무선 장치 지침”은 안전 및 위생, 전자기 호환성,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중요한 요구 사항을 지정

하여 무선 장치의 단일 시장을 보장합니다. 본 지침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합니다.

2011/65/EU "RoHS" RoHS 지침 2011/65/EU “유해물질 제한”은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사

용될 수 있는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 및 분량을 지정하여 해당 물

질이 생산 공정에 침입하지 못하며 폐기 과정에서도 발생하지 않도

록 합니다.

2012/19/EU "WEEE" WEEE 지침 2012/19/EU "전기 및 전자 제품 폐기"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한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RoHS 지침)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라 고객은 무료로 WEEE를 반
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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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증 마크

mobiLink 는 다음의 인증 마크가 표시된 필수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인증 제품입니다.

CE
CE 마크는 해당 제품이 EU의 건강, 안전 및 환경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상기의 EU
지침에 준수했으며 Softing Industrial Automation GmbH 로부터 이를 요청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FCC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마크는 미국 내의 무선 주파수 장치를
인증합니다. 본 마크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 및 비의도적 전
자기 방사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mobiLink는 FCC 규정 15장에 따라 테스트
했으며 등급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제
한 사항은 장비가 상용 환경에서 작동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
출할 수 있으며,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
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WEEE

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마크는 배터리가 포함된 해
당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일반 폐기물과 별도로 폐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포
장재 및 마모된 구성품은 국가 법률과 현지의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ATEX

ATEX/EX (Atmosphères Explosibles) 마크는 해당 제품이 유럽 연합의 최종 사용자
에 맞도록 테스트 및 인증되었으며 ATEX 지침 2014/34/EU에 따른 폭발성 환경 표
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HART
HART 마크는 해당 제품이 4-20mA 루프에서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함을 나타냅니다.

Fieldbus Foundation 

Fieldbus Foundation 마크는 해당 제품이 호스트 장치를 위한 Fieldbus 사양을 지
원함을 나타냅니다.

Bluetooth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이 Bluetooth 무선 통신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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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Bluetooth 인증

Bluetooth 무선 기술로 작동하는 장치에는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에서
할당한 식별 번호와 미국에서 판매할 무선 장치를 인증하고 IC (Industry Canada) 에서 할당한
식별 번호가 있어야 캐나다에서 무선 장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mobiLink 는 다음 지역 및 국가에서 Bluetooth 무선 통신용으로 인증되었습니다.

EU

USA

Canada

Japan

6.2.1 미국에서 사용

mobiLink 에는 FCC ID 할당 코드 SQGBT900 송신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장치는 FCC 규정 제15항을 준수합니다. 장치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장치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간섭을 허용해
야 합니다.

mobiLink 는 등급 B 디지털 장치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FCC 규정 제15항을 따릅니다. 본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
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
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설치의 경
우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치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장비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사용
하여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합니다.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이격 거리를 증가시킵니다.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곳이 아닌 다른 회로의 출구에 연결합니다.

대리점 또는 숙련된 무선/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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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캐나다에서 사용

mobiLink 에는 IC 식별 3147A-BT900 송신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dustry Canada (IC) 경고문:

본 장치는 IC 면허 예외 조항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장치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
됩니다. (1) 본 장치는 간섭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본 장치는 장치의 원하지 않는 작동
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허용해야 합니다.

IC 전자파 노출 안내문

본 피시험 기기는 IC RSS-102의 일반 모집단/비대조 노출 한계에 대한 SAR을 준수하며 IEEE
1528에서 명시하는 계측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테스트했습니다.

6.2.3 일본에서 사용

mobiLink 에서 운용하는 Bluetooth 모듈 유형 BT900-SA는 일본 시장을 위한 사용 승인을 받았
습니다. 본 모듈의 인증 번호는 142-150156/AA/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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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TEX E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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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ECEx 인증

IECEx 적합성 인증에 대한 전체 크기의 PDF 파일 사본을 확인하려면 http://iecex.iec.ch 를 방
문한 후 검색 창의 이름 필드에 "Softing"을 입력하십시오.

http://iecex.iec.ch


Richard-Reitzner-Allee 6
85540 Haar / Germany
http://industrial.softing.com

Softing Industrial Automation GmbH

+ 49 89 45 656-340
+ 49 89 45 656-488
info.idn@softing.com


	Contents
	1 가이드 정보
	1.1 이용 안내
	1.2 목적
	1.3 대상 고객
	1.4 인쇄상 규칙
	1.5 문서 이력
	1.6 관련 문서
	1.7 문서 피드백

	2 mobiLink안내 
	2.1 적합한 용도
	2.2 공급 및 다운로드
	2.3 기능 설명 
	2.4 전원 공급장치
	2.4.1 배터리 안전 및 폐기 지침
	2.4.2 배터리 사용수명
	2.4.3 배터리 교체


	3 안전
	3.1 폭발 방지
	3.2 사용 경고
	3.3 운반, 청소, 유지보수

	4 mobiLink 설치 및 사용
	4.1 mobiLink 포장 해체 및 검사
	4.2 mobiLink 설치
	4.3 시작 준비
	4.3.1 USB 연결
	4.3.2 Bluetooth 페어링


	4.4 HART 환경에서mobiLink사용
	4.5 필드버스 환경에서 mobiLink사용
	4.5.1 PROFIBUS PA 를 위한 별도의 알림
	4.5.2 FF 및 PA를 위한 <%PRODUCTNAME% 라이선스

	4.6 폭발성 환경에서 mobiLink사용
	4.7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
	4.8 펌웨어 업데이트

	5 기술 데이터
	6 적합성 선언
	6.1 인증 마크
	6.2 Bluetooth 인증
	6.2.1 미국에서 사용
	6.2.2 캐나다에서 사용
	6.2.3 일본에서 사용

	6.3 ATEX EC 인증
	6.4 IECEx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