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Gateway / IoT Device
EIOT-200D / EIOT-100D

IoT Gateway(자료수집기)
IoT Gateway

EIOT-200D Gateway(자료수집기)는 소규모 사업장내 방지시설의 온도, 압력, 접점 등의 센서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저장하고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말장치입니다.
굴뚝 TMS의 자료수집기 기반 기술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진·방수용케이스를
적용하였고, 유선 및 무선통신을 지원합니다.
※ IoT Gateway의 자료생성 및 전송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록5.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
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을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개발 하였음.

Function
사업장코드, 방지시설코드, 측정항목코드 등을 설정.
측정기기의 상태 및 현재 측정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전원단절”, “동작불량”, “정상” 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상태표시.
국내 표준시와 비교하여 원격명령 및 자체적인 시간동기화 기능 적용.
추후 Protocol 변경 시 원격Update 지원.

Specification
CPU : Intel CPU

Operating Temp : -30 ~ 60 ℃

RAM : 4GB

Power : AC 100~240V, 50/60Hz, 30W

LAN : 100Mbps

Dimension : 300 X 400 X 180

USB Port : 2 Port
Serial Port (RS-232C) : 1 Port
Display : 7” LCD With Touch Screen

DAQ Board

OS : Windows

{

Analog Input (4 ~ 20mA) : 4CH
Digital Input (Dry Contact) : 4CH
RTD (PT-100) : 2CH
CT(전류센서) : 2CH
유량센서 : 1CH

Features
저 전력으로 운용가능하며, 내구성이 강화된 LED 백라이트 방식의 LCD 적용.
모든 메뉴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화면 전환 용이.

자체출력 포트(RS-232C).

IoT Device 통신상태 및 관제센터 통신상태 확인 가능.

자동 Dump 기능.

5분, 30분 자료 1년 저장 가능.

Touch Screen 기능.

Power Fail 복구시 자동부팅 기능.

전원단절 이력 조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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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OT-100D IoT Device는 검출부, 제어부, 통신모듈을 결합한 일체형 장비입니다.

검출부는 온도, 차압, 접점 등의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며, 제어부는 검출정보를 상위의 장치
(Device)와 공유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통신모듈은 현장 적용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유 · 무선통신기능을 구현합니다.
IoT Device와 Gateway간의 통신방법은 표준화가 가능한 통신기술(LoRa)을 적용하였습니다.
※ 검출부 : 온도, 접점, 전류, 압력, pH 등의 센서 및 인터페이스.
※ 제어부 : 검출 신호를 저장하고 생성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제어보드 및 프로그램.
※ 통신부 : IoT 무선통신포트 및 Local 출력용 RS-485 포트.

Specification
CPU : 32bit ARM Processor

Digital Input : Dry Contact 2CH

Temp (PT-100) : 1CH

Display : 128 X 64 Dots 그래픽 LCD

Smart IoT Converter : LoRa

Analog Input (4 ~ 20mA) : 1CH

Keys : 8 Membrane Key

Serial Port : RS-232C 1 Port / RS-485 1 Port

Operating Temp : -30 ~ 70 ℃

유량센서 : 1CH

Differential Pressure : 10inH2O

Power : DC 12~24V, 15W

CT(전류센서) : 1CH

Dimension : 144 X 144 X 137

pH (0 ~ 14) : 1CH

IoT Device 설치 형태

통신방식
무선통신 : LoRa 적용
유선통신 : RS 485

세로설치

가로설치

Features
열악한 기후적요인, 외부충격, 분진 등을 대비한 옥외설치형 외함 적용.
다양한 구조의 설치환경에 최적화 (종.횡 설치 가능).
온도, 접점, 전류 / 온도, 접점, 압력 / 온도, 접점, pH / 온도, 접점, 유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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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용 제품

관리기관용 제품 및 프로그램

• 자료수집장치(EMS-365)

시험 및 검사용 제품
• 굴뚝 자동시료채취장치

(DSP-707)

-

먼지/가스겸용 형식승인 취득

• 통합시험 프로그램
TMS 적정운영 확인용 프로그램

굴뚝 TMS 용
수질 TMS 용
실내공기질 용
AQMS 용

• 포터블 유속계(VOT-05D)

• 자료수집장치(Dual Type)

•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이동측정차랑 및 관제시스템

• 유속측정기 (VOT-03D)

굴뚝 TMS 프로토콜 준수
유속/온도/유량 동시 측정

• Hybrid Digital Recorder

STACK

• IoT Gateway & Device
방지시설운영정보시스템 자료수집기

(HDR-810)
환경측정기기의 시험 및
검사용 레코더

• 유속모니터(SV-100)
• 자체모니터링 시스템
굴뚝 / 수질 / 대기질 관리자용 감시프로그램

• 피토튜브

• Air Flow Calibrator

(FC-100)

미세먼지측정기 유량교정장치

• 저장장치 (SCV-210)
(D/D Converter)

• 실내공기질용 자료수집프로그램
데이터로거 및 통신서버

• 저장장치 (SCV-260)

• Digital온도계 (TCV-300)

• Fine Dust Sampler

(FDS-200)
미세먼지 (PM2.5 / PM10) 샘플러
• 모바일 Web
모바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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