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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LogBox Connect 제품군은 NOVUS Cloud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무선 연결성 및 클라우드 데이터 포털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무선 통신 및 모든 유형의 센서 입력은 LogBox Connec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것에는 큰 표시기 및 제거 할 수 있는 금구 및 연결관이 있습니다. 

구성 및 자료 내려 받기는 USB를 통해 모든 LogBox Connect 모델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Logchart BLE 또는 노트북 /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NXperience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쓰(Bluetooth) 

실험환경 감시 냉동 창고의 온도 기록 전산실의 환경 

 자료이력기의 육안 검사를 허용하는 내부 설비 감시 

 LogChart BLE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Bluetooth를 통한 구성 및 자료 내려 받기 

 외부 전원 공급 장치 10-30Vdc 또는 4 개의 AA 알카라인 건전지 

 배터리 수명 2년 이상(5분 간격으로 기록 시) 

사 
용 
처 

LogBox BLE 

1. 설정 및 자료 내려 받기 

 NXperience 소프트웨어는 LogBox Connect의 구성 및 자료 내려 받기를 하기 위한 주요 도구입니다. 

 LogBox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매개 변수와 기능을 조정하여 NXperience를 자료 분석, 도형보기, 

수학 공식 및 보고서 발행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NXperience는 여러개의 LogBox에서 자료를 내려 받고 해당 데이터를 NOVUS Cloud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 및 .xls 형식으로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NXperience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LogChart BLE 

 LogChart BLE는 안드로이드 장치로 LogBox의 감시 및 자료 내려 받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입니다. 

 LogChart RLE는 여러 LogBox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데이터를 NOVUS Cloud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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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US Cloud 

 NOVUS Cloud는 LogBox Connect 제품군의 모든 자료를 LogChart 및 NXperience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로, 클라우드에 중앙 저장소 및 정보 계기 반을  생성합니다. 

 신흥 IoT 기술과 호환되는 이 플랫폼은 온도, 습도, 압력, 유량, 위치 정보 또는 LogBox Connect의  감시 

및 기록된 다른 측정 값을 저장하고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타블렛 

 

 --------------------------------- 

LogBox BLE 

채널 
1개의 디지털 입력 
3개의 아날로그 입력 

입력 신호종류 
Thermocouples J, K, T, N, E, R, S, B,Pt100, 0-50mV, 0-5V, 0-10V,  
0-20mA, 4-20mA 

디지털 입력 기능 카운트 펄스，기록 이벤트 또는 시작 로거 

디지털 출력 1 PNP 출력(전자 스위치 또는 알람) 

내부 센서 NTC 온도, 배터리 전압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 

표시창 3단 표시, 4
1

2
 digits 

분해능 15bit 

기억 용량 140,000점 

기록주기 시간 1초~ 18시간 

가변 기록 실시간 또는 평균 

수집 계기 
소프트웨어로 날짜 / 시간, 
시작, 디지털 입력 

경보 8개의 경보 (채널 당 2개) 상한 및 하한 

경보소리 가능 

통신 USB Bluetooth 4.1 (BLE) 

소프트웨어 NXperience (PC USB)LogChart-BLE (스마트 폰) 

전원 10-30 Vdc 또는 4개의 AA 알카라인 건전지 

건전지 수명 약 2년 

동작온도 건전지 동작시: -10~ 50℃ 전원 공급 장치 연결시: -20~ 70℃ 

방수 등급 IP40  

크기  120× 100× 40mm 

설정 및 자료 내려 받기 

2. 제품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