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ube는 다목적, 지능형 IoT 디바이스로 시설물로 부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체 컴퓨팅 기능으로 가

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구성은 크게 브릿지 회로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DAQ 회

로와 데이터 처리와 디바이스플랫폼 기능,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는 소형 SoC 보드, 기타 통신모듈과 전원 모

듈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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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SC-320 성능

Parameter Specifications

sensor

Processor ARM-A7 1.2GHz , ATxmega128 32Mhz (SBC)

Memory DDR3 256M (SBC)

Connectors Ethernet, USB, Power, Sensor, GPS
Storage Micro SD 16GB

Power source DC 5V(Optional) or DC 12V (Factory set)
Power consumption 5W

Operating temperature -20 ˚C to +80 ˚C

Physical Specifications
Dimensions 94 mm x 86.3 mm x 35.3 mm

Weight 230 grams

Enclosure material Aluminum

Environmental rating Indoor use

Internal MEMS Accelerometer Requirements
Range ±1.2g, ±2.0g, ±3.0g, ±5.0g

Sensitivity 1000mV/g, 420mV/g, 300mV/g, 174mV/g

Sampling

Measurable signal bandwidth 0 Hz to 50Hz
Sampling rate 50 to 200 SPS

Communication
Basic 10/100M Ethernet

Optional Internal LTE-M module, USB LTE Router, USB Wifi modem

Integration

Indicator
Red LED that indicates the power status and the blue LED that indicates the state of the
node

Software Web client or Windows monitering program

ü 다양한 센서 사용가능

ü 최대 200Hz 데이터 샘플링 속도

ü 데이터 분석 기능(MAX,MIN,AVG,RMS…)

ü 디바이스 원격제어 /원격설정 기능

ü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가능(유/무선)

ü 2축 가속도 센서 기본 내장

ü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방법 제공

(주기적인 분석값 저장, 트리거 설정에 의한 raw 데이터 획득, 실시간 raw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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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S-Cube (SSC-500)

SSC-500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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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500 성능

Parameter Specifications

sensor

Processor ARM-A7 1.2GHz , ATxmega128 32Mhz (SBC)

Memory DDR3 256M (SBC)

Connectors Ethernet, USB, Power, Sensor, GPS

Storage Micro SD 16GB

Power source DC 12V

Power consumption 5W

Operating temperature -20 ˚C to +80 ˚C

Physical Specifications

Dimensions 94 mm x 86.3 mm x 35.3 mm

Weight 230 grams

Enclosure material Aluminum

Environmental rating Indoor use

Internal MEMS Accelerometer Requirements

Range ±2.0g

Sensitivity 400mV/g

Noise Density (ug/rtHz) 22.5

Sampling

Measurable signal bandwidth 0 Hz to 50Hz(custom options available to 400Hz)

Sampling rate 50 to 200 SPS

Resolution 24bit

Communication

Basic 10/100M Ethernet

Optional Internal LTE-M module, USB LTE Router, USB Wifi modem

Integration

Indicator
Red LED that indicates the power status and the blue LED that indicates the
state of the node

Software Web client or Windows monitering program

ü 다양한 센서 사용가능

ü 최대 200Hz 데이터 샘플링 속도

ü 데이터 분석 기능(MAX,MIN,AVG,RMS…)

ü 디바이스 제어 /설정 기능

ü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가능(유/무선)

ü 3축 가속도 센서 기본 내장

ü 고성능 MEMS센서 내장

ü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방법 제공

(주기적인 분석값 저장, 트리거 설정에 의한 raw 데이터 획득, 실시간 raw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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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연결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