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HART 무선 모듈
제품 개요 – WirelessHART 규격의 메시(Mesh) 연결 및 보안으로 산업용 IoT(사물인터넷)가

연결된 필드 계측기의 성능을 강화합니다. WiHART OEM 무선 모듈은 산업용 IoT를 위한 Centero
표준 준수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제품은새롭고 복잡한 IoT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 없는 제품 내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통신
스택 및 참조 필드 계측기 구현은 최신 HART 7.6 사양을 준수합니다. WiHART 인증 가능 필드

계측기 구현에는 모든 필수 범용, 공용 실습 및 무선 명령과 FSK HART 유지 관리 포트를 포함하여
WirelessHART 계측기를 개발하고 인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WiHART 무선 모듈은 WirelessHART/ISA100 듀얼 부팅 모드로도 제공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HART/WirelessHART 규격 준수

HART 7.6 사양과 호환

WirelessHART(Fieldcomm) 공인 계측기 구현
다른 공급업체의 게이트웨이와의 상호 운용성
내재적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
시장 최고의 감도 -108dBm

NXP의 3세대 KW21D512 SiP에 기반을 둠
온보드 조절기 (regulator)가 외부 회로에 전력 공급
기능이 풍부한 API를 통해 구성 및 액세스 가능
배터리 및 수집 동력 작동에 최적화
다중 수신 모드

자동화된 조립 준비

소형 표면 장착 폼 팩터
가변형 RF 출력 전원

다른 공급 업체의 WirelessHART 규격 필드 계측기 및
게이트웨이와의 상호 운용성 보장
Emerson의 1420, Pepperl+Fuchs WHA-GW-F2D2-0-A*-Z2-ETH
및 Centero의 NIO200HAG 게이트웨이와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
광범위한 테스트 완료
위험하지만 본질적으로 안전한 구역에 배치된 필드 계측기에 통합
가능
링크 버짓 (Link Budget)이 증가하여 실내/실외 범위가 확대됨

완벽한 저전력 2.4 GHz 무선 주파수 송수신기, 32비트 ARM 코어
기반 MCU, IEEE 802.15.4 MAC 및 AES 보안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
추가적인 외부 전압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제품 비용 및 크기가
축소됨
복잡한 IoT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 경험으로 제품 내에
신속하게 통합
연장된 제품 배터리 수명

범위 요구 사항에 동적으로 적응

자동화된 특정 장소 조립을 위해 JEDEC 호환 트레이 제공
공간이 제한된 제품에 적합

요구조건에 따른 최소 전력 소비

연결 및 네트워킹

WirelessHART(Fieldcomm) 공인 필드 계측기 구현

 merson 1420, P+F WHA-GW-F2D2x 및 Centero
E
NIO200IAG 게이트웨이와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 광범위한
테스트 완료
필수 범용, 공용 실습 및 무선 명령이 풀 세트로 포함됨

 현에는 센서, 주변 장치 드라이버와 전원 최적화 엔진뿐만
구
아니라 완전히 호환하는 HART 모뎀 및 FSK 유지 관리
포트가 포함됨
 계 최저의 평균 전류 소비로 인해 보통 3-7년의 필드
업
계측기 배터리 수명 달성

 전력 최적화 및 고급 검색 프로세스 (enhanced
저
discovery process)와 같은 제품 차별화 요소의 추가 지원

 연 시간이 짧은 모니터링 및 제어 자동화를 위한 구성 및
지
설계
모니터링 및 제어 루프 지원

 시 (Mesh) 라우팅으로 경로 중복성과 최적의 데이터
메
안정성 보장
대기 시간이 보장되는 TDMA 기반 무선 통신 예약
주파수 호핑으로 간섭에 저항하는 견고성 보장
2계층 MAC/네트워크 보안 구성

필드 계측기 참조 구현

대상 업종,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
WiHART 모듈은 크고 작은 모든 산업용 IoT 프로젝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선 성능과 함께 WirelessHART 규격의 통신
및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장착한 WiHART 모듈은 연결된 필드 계측기 및 제품에 대한 업계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오일 및 가스
조건 모니터링

매개변수 및 성능 지표
일반

안전 – 가스 모니터링
예측 유지 관리
석유 화학

공장 자동화

칩셋

고급 하드웨어 암호화 엔진을 갖춘 NXP KW21D512

온보드 RF FEM(프론트-엔드 모듈)

조정 가능한 출력 전원 및 다중 LNA 기반 수신 모드

메모리

수신 모드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GPIO

ADC 입력

512KB 플래시, 64KB RAM

바이패스 (Bypass), 저이득 (Low-gain), 고이득 (High-gain)
UARTs (2), SPI, I2C
5(전용)
3 입력

라디오

작동 주파수

ISM 2400 – 2475 MHz

감도(1% PER)

-108 dBm

송신 전력

-10 ~ +14dBm(프로그래밍 가능) – WiHART의 경우 최대 10dBm

수신 모드

바이패스 (Bypass), 저이득 (Low-gain), 고이득 (High-gain)

데이터 속도

RF 링크 버짓 (Link Budget)
실내/도시 범위

실외 범위(가시선)

250 Kbps (IEEE 802.15.4)
122 dB

1000피트(300m)
1.2마일(2000m)

안테나 포트

MMCX 또는 외부 안테나 포트(50Ω)

전기

공급 전압

2.9 ~ 4.2V

전송 전류

37 mA @ 0dBm, 57 mA @ +14 dBm

정전압 출력

VCC > 3.2V인 경우 3.0V(최대 25mA), VCC < 3.2V인 경우 VCC-

수신 전류

18mA(바이패스), 22mA(저이득), 28mA(고이득)

절전 전류
환경 및 기계

2 µA

작동 온도

-40 - +85 °C

폼 팩터

표면 장착 – 적층 (surface
mount – castellated)

습도

치수

90%(비-응결) (noncondensing)

1.0 x 0.8 x 0.2인치(20.5 x 25.5
x 5.25mm)

Centero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무선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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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NIO200 WirelessHART 올인원
게이트웨이

NIO200HAG

부품 번호

CE-WiHART-DEV1

Centero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비상장 기술
회사입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업종의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산업용 사물인터넷 혁명의 선두 주자입니다. Centero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 제품에 신속하게 통합되는 엔드-투-엔드
표준 기반 통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ontact@centerotech.com
www.centero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