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100 Wireless Rapid Development Kit
제품 설명

제품 개요 – 신속 개발 키트(RDK)에는 최소한의 개발 노력으로 ISA100 무선 공인 필드 계측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키트는 사전 구성(pre-configured)되고

완전히 통합된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개발 플랫폼입니다. 또한 ISA100 무선이 연결된 필드 계측기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자료 및 단계별 설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A100 무선 산업용 IoT 표준

(ISA100.11a 및 IEC 62734)은 모니터링 및 제어 처리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자동화에 관여하는
필드 계측기 및 인프라 장치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품 하이라이트

제
 공된 애플리케이션 계층 코드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ISA100 무선(IEC 62734) 호환
및 인증 가능한 필드 계측기 개발

I SA100 무선(IEC 62734) 필드 계측기 구현을 위한
참조 하드웨어 설계 포함
I SA100 무선 인증 통신 스택을 실행하는 WISA
무선 모듈 포함

게
 이트웨이는 풍부한 웹 기반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특징임
사
 용자 친화적인 SPiN 개발 보드에는 OLED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센서가 포함됨

A
 rduino 및 Freedom 폼 팩터 커넥터를 통해 외부
프로세서,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 연결
모
 든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원격
업그레이드 가능

개발 키트 구성 요소

SPIN 개발 보드

ISA100 무선 역할: 라우터 및/또는 I/O 장치

ISA100 통신 스택을 실행하는 WISA 무선 모듈 포함

ISA100 애플리케이션 계층 펌웨어를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rduino 보드 호스팅
온보드 센서: 온도, 습도, LIDAR 범위 및 동작, 촉각/장력 및
RGB LED
Arduino 또는 Freedom 폼 팩터 커넥터를 통해 다른 센서,
프로세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연결함
로컬 알림을 위한 그래픽 OLED 디스플레이
USB, DC 또는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
포함된 수량: 2

확장 팩을 통해 SPiN 개발 보드 추가
X-MIKROBUS WISA 어댑터

WISA 표면 장착 가능 무선 모듈 호스팅
Mikrobus 폼 팩터와 호환

모든 WISA 모듈 통신 포트 및 핀 노출

모듈을 쉽게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설계에 적합하게 통합
고성능 PCB Bow-tie 안테나 호스팅
포함된 수량: 2

확장 팩을 통해 X-Mikrobus 어댑터 추가
NIO200 RDK 게이트웨이

ISA100 무선과 호환되는 네트워크/보안 관리자,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포인트

엄격한 대기 시간 (strict latency) 요구 사항으로 데이터 트래픽 지원
직관적인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하여 다음 기능 수행:
– 프로세스 데이터 모니터링/제어 처리
– 장치 관리 및 구성

–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건강 상태

모든 플랫폼 구성요소의 무선 업그레이드 (OTA)
MODBUS 서버와 직관적 프로세스 값 매핑
IPv4/IPv6 라우팅
포함된 수량: 1

개발 키트 구성 요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보드

ARM Cortex M0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ST Micro Nucleo
Arduino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배터리 구동 필드 계측기에 적합한 저전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펌웨어에는 완전한 ISA100 무선 애플리케이션 계층 구현을
포함함

무료 Eclipse IDE를 사용하여 자체 필드 계측기 펌웨어 개발
Arduino 폼 팩터 –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 추가
포함된 수량: 2

확장 팩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보드 추가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기능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모든 PC에
설치 가능
USB/시리얼을 통해 SPiN 보드와 통신

사용자가 ISA100 통신 스택을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할 수 있음
USB/시리얼을 통해 ST Micro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통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할 수
있음
ISA100 무선 명령의 모든 세트

게시된 프로세스 값의 전체 구성
통신 스택의 시리얼 업그레이드
포함된 수량: 1
문서 패키지
제품 문서

– ISA100 무선 RDK 사용 설명서

– NIO200IAG 게이트웨이 사용 설명서

– WISA 라디오 모듈 - 하드웨어 통합 매뉴얼
– EASY API 매뉴얼

–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 사용 설명서

– ISA 100 프로비저닝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교육 자료

– ISA100 호환 제품 개발 - 교육 과정

– WCI ISA100 무선 9 - 부품 교육 과정
– ISA100 무선의 배경 기술

– 백서 - ISA100 애플리케이션 기술 및 시스템
– ISA100 - 스펙트럼 관리 및 공존

SPIN 개발 보드
OLED 풀 컬러
X-Mikrobus
uSD 카드
그래픽 디스플레이
WEE 어댑터
SPiN 개발 보드를 통해 사용자는
ISA100 무선 호환 통신 스택을 실행하는
확장 헤더 – NXP Freedom
WISA 무선 모듈을 평가하고 통신할
배터리 팩(하단)
및 Arduino 실드 보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드에는 컬러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독창적인
확장 헤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센서가
USB
전원
및
연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하고
기능
기능이 풍부한 API를 통해 외부 센서,
JTAG
액추에이터 또는 프로세서를 쉽게
연결하고 통합하여 ISA100 무선 호환 필드
계측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인 또는 배터리
LIDAR 범위/모션
전류 유입 측정
온도 및 습도 센서
장력 센서
RGB LED
전원 선택기
센서
이 키트에는 완전한 ISA100 애플리케이션
계층 구현을 실행하는 Arduino 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펌웨어는 소스 코드 프로젝트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ISA100 무선
호환 필드 계측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PCB 안테나
11. PCB 안테나
매칭

2. Mikrobus 로고
3. WISA 모듈 –
핀 38

10. WISA 모듈
–핀1

4. WISA 무선 모듈

9. RF 포트 선택

5. ADC 참조 VREFL

8. WISA 모듈 –
핀 15
7. ADC 참조 VREFH

6. WISA 모듈 –
핀 26

NIO200RDK 게이트웨이 및 모니터링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NIO200RDK는 올인원 ISA100 무선(IEC62734)
호환 시스템 및 보안 관리자, 게이트웨이 및
백본 라우터입니다. ISA100 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NIO200RDK는 전체 메시 필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정하여 미션 크리티컬 산업용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합니다. 오일 및 가스와 같은 프로세스 자동화
업종에서 중요하고 감독을 받는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제어 처리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최종 사용자가 프로세스 데이터,
경고 및 경보를 시각화하고 ISA100 무선 호환 필드
계측기를 관리 및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합니다. 애플리케이션별

WISA X-MIKROBUS 어댑터
WISA X-Mikrobus 보드는 사용자가 헤더를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에 WISA 무선 모듈을 통합할 수 있는 어댑터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WISA 모듈이 표면 장착 모듈이므로
사용자가 WISA 모듈을 쉽게 제거 또는 교체해야 하거나,
제거 또는 교체를 원하는 제품에 적합합니다. 고성능 PCB
Bow-tie 안테나를 호스팅합니다. RF 포트는 PCB Bowtie 안테나 또는 온모듈 MMCX 커넥터(외부 안테나)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장치 상태 진단 및 연결 매개 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관적 프로세스 값 매핑이
가능한 MODBUS 서버가 포함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구성요소의 원격 업그레이드 가능.

대상 업종,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
WISA 개발 플랫폼과 그 구성요소는 여러 시장과 업종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구성, 설계, 강화
및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및 제어
오일 및 가스
연안 플랫폼 및 해상 애플리케이션
광산
석유화학 공장
종이와 펄프

관련 제품
제품

부품 번호

NIO200 올인원 게이트웨이

NIO200IAG

WISA 무선 모듈

NIO200 분산 게이트웨이 및 백본
라우터
WISA 지원 보드

X-Mikrobus WISA 어댑터

Centero 유틸리니 애플리케이션
WCI ISA100 무선 STK GEN1

WCI ISA100 무선 DTK GEN1
WCI ISA100 무선 STK GEN2

WCI ISA100 무선 DTK G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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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THRD-BRD-01
NIO200IDG 및
NIO200IDR
CS-CW-24-01

CE-MKRBX-01-ISA
CE-ENG-APP-02
WCI0015
WCI0016
WCI0022
WCI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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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