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장치는 블루투스(Bluetooth) 4.0 채널에 기반 한 저전력, 근거리 통신모듈을 적용한 IoT 센서 디바이스로

통신 거리는 50~70m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브릿지 회로 형식(스트레인 게이지 형식)의 다양한 센서를 연

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전력 사양으로 외부 전원공급 없이 사용 조건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사용

이 가능합니다.

저전력 정적 데이터 획득용 스마트 IoT 디바이스

ü 다양한 센서 사용가능

ü 다양한 데이터 획득 주기 설정(1sec ~ 1day)

ü 디바이스 제어 /설정 기능(B-GW)

ü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가능(유/무선)

ü 저전력 회로 구성

ü 소형 외장 배터리 사용시 6개월에서 2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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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G-Beacon (SIB-300)

SIB-300 특징

SIB-300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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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arameter Specifications

sensor

Sensor input channels Differential input 1ch

Resolution 16bit resolution

Gain 100 Fixed 

Excitation voltage 2.7V

Excitation current 50mA

Input range 0V ~ 330mV

Temperature range -40~125˚C

Humidity range 0~100%

Operating Parameters

Power source 3.7V 420mA Li-po battery, Solar Panel(89.2mW)

Power consumption Deepsleep mode : < 5uA, Active mode : <15mA

Operating temperature -20 ˚C to +80 ˚C 

Wireless Interface

Radio frequency (RF) transceiver Bluetooth Low Energy  4.2

RF Power 3dBm(MAX)

Physical Specifications

Dimensions 72 mm x 56 mm x 27 mm

Weight 115 grams

Enclosure material Aluminum



NodeZip

Client S/W

Real time S/W

:

:

MAX. length = 70m

B-GW

B-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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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G-Beacon 저전력 정적 데이터 획득용 스마트 IoT 디바이스

디바이스 연결 구성도

B-GW : iLOG-Beacon 데이터 수집용 IoT Gate way 디바이

스
B-GW 는 특정 iLOG-Beacon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NodeZip에 전송하는 게이트 웨이(Gate Way) 디

바이스로, 데이터 수신을 원하는 iLOG-Beacon들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이들 디바이스의 송신 데이터 신호

만 스캔하여 받아들입니다. 만약,  수신을 원하는 iLOG-Beacon 들이 변경되면 저장된 식별정보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ITS-Web에서 가능합니다. 

B-GW 특징

ü 디바이스 제어 /설정 기능

ü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가능(유/무선)

ü USB 2.0 인터페이스

ü 블루투스 BLE 4.0

ü 수신감도 -90d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