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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브릿지®

- 철벽보안 무선세계의 시작

WIRELESS CDMA

SKYBRIDGE®

무선 실시간 UHD & FHD 영상 및 데이터 전송 시스템
무선 다채널 IoT(사물인터넷) 양방향 통신 시스템
저전력 태양광 무선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무선CDMA GUARDIAN S RF SoC

㈜글로벌브릿지
www.globalbridge.co.kr

세계최초 무선 CDMA 융복합 기술기반
IoT용 MULTI-PURPOSE RF SoC ‘가디언/가디언S’
강력한 보안 알고리즘 AES256/ARIA256탑재 +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방식 적용

다양한 적용분야
소형 IoT 및 모든 가전제품
보안장비 및 CCTV
군사용 장비 및 무기, 물자
가상 및 증강 현실 VR/AR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건설, 전력등 기간시설/장비

다양한 무선 IoT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모듈 구현

CDMA를 포함한
세계 최초의 통합 RF Module
Hybrid Integrated
RF Application Module

HIRAC

● CDMA 융복합 무선전송기술이란?
전송할 DATA의 양과 시간을 미리 분할 및 할당하여 무선채널의 부하를 막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TDMA기술과 각 DATA를 1억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각각 정렬된 코드부호를 부여하여 대용량 DATA의 실시간 고속 전송이 가능한
CDMA기술을 융복합하여 탄생한 순수국내기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ISM
주파수대역내에서 열악한 무선환경과 폭설, 폭우 같은 악천후에서도 초고화질
영상을 비롯한 음성 및 데이터까지 동시에 안정적인 무선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한
독보적인 무선기술입니다.

CDMA기술

TDMA기술

CDMA RF기술기반의 모듈화
ISM밴드 대역내 분할다중접속
강력한 암복호화(ARIA256/AES256알고리즘)

대용량 데이터 전송
다양한 무선채널 듀얼밴드지원
중계AP 및 RF리피터

2.4GHz

5.8GHz

Binary CDMA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높은 무선 안정성 상용주파수대역내 경쟁/충돌이 없는 CDMA
UHD/FULL HD영상전송에 최적화된 무선솔루션, 중장거리 대용량 영상데이타 무선 안정적 전송 가능

● CDMA 융복합 무선전송기술의 장점
기존 무선기술은 수많은 해킹위협에 보안이 취약한 공개 통신방식

모든 무선 DATA를 코드화 및 암호화한 양방향 실시간 보안통신방식
해킹 및 도감청으로부터 해방
LAN

LAN

1억개 이상의 암호화된 코드로 데이터를 분할전송
Network Video Recorder

더 먼 거리까지 전송가능
최대 1Km

더 빠른 전송속도
최고 60Mbps

고품질의 전송(QoS 보장)
영상 + 음성의 다중데이터

암호된 안전한 Data 전송
(AES256/ARIA256 적용)

가설 및 공사비용 절감
유선매설비용 필요없음

낮은 유지보수비

자동복구 기능
통신장애 대처 능력 우수

재활용성이 높음
사용기간 대비

● CDMA 융복합 무선전송기술의 적용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자동검침(AMI) 시스템

ICT 융합 트렌드

Binary CDMA
Wireless Network

태양광발전 무선 브릿지 및 CCTV 관제 시스템
태양광 자가발전 무선 브릿지 시스템
산불감시 및 예방 관리
해상 방제 시스템
가로등 CCTV 관제 시스템
저비용의 가설 및 유지 보수 가능
저전력 소비
전력장치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용 가능

범죄예방 관제체계
주거단지 모니터링
예상 시스템
도난 및 파손 방지

드론 무선 통신 체계 구축

SkyBridge
SkyBridge

재난재해 모니터링
태풍,홍수,범람
폭우,폭설,지진
위험경보
사전고지 등

시설 관리
자동관리
원격제어
화재감지
방범
위험경보

● SKYBRIDGE 시스템 사양 및 성능
제품

SB-100

SB-100W(옵션형/OEM)

SB-200

SL-100(Repeater)

바이너리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바이너리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바이너리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바이너리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제품이미지

무선네트워크 규격
변조방식

CDMA+QPSK, DQPSK, 16/32/64QAM+TCM CDMA+QPSK, DQPSK, 16/32/64QAM+TCM CDMA+QPSK, DQPSK, 16/32/64QAM+TCM CDMA+QPSK, DQPSK, 16/32/64QAM+TCM
2.4~2.483GHz

규격 사용 주파수

무선안테나 (기본)

2.4~2.483GHz

2.4~2.483GHz

5.725~5.875GHz

5.725~5.875GHz

2.4~2.483GHz
5.725~5.875GHz
2.4~2.43GHz 18dbi Gain Patch

2.4~2.43GHz 14dbi Gain Patch

2.4~2.43GHz 14dbi Gain Patch

5.725~5.875GHz 14dbi Gain Patch

5.725~5.875GHz 12dbi Gain Patch

5.725~5.875GHz 12dbi Gain Patch

18dbi Gain Patch/GRID/YAGI

18dbi Gain Patch/GRID/YAGI

18dbi Gain Patch

24dbi Gain Patch/GRID/PARA/YAGI

24dbi Gain Patch/GRID/PARA/YAGI

30dbi Gain GRID/PARA/YAGI

30dbi Gain GRID/PARA/YAGI

2.4~2.43GHz 14dbi Gain Patch
18dbi Gain Patch/GRID/YAGI

적용가능
무선안테나
(선택)

24dbi Gain Patch/GRID/PARA/YAGI

무선안테나 교체

가능

방수일체형

가능

가능

이더넷 인터페이스

10 / 100 Base-T Ethernet Port

10 / 100 Base-T Ethernet Port

10 / 100 Base-T Ethernet Port

10 / 100 Base-T Ethernet Port

RF 출력

10mW/MHz

10mW/MHz

10mW/MHz

10mW/MHz

I/O포트

RJ45 LAN

RJ45 LAN

RJ45 LAN

RJ45 LAN

PoE입력

N/L

PoE Input 1port from NVR/PoE Supplying

PoE Input 1port form NVR/PoE Supplying

N/L

PoE출력

N/L

PoE output 1ports for PoE CAM/PoE Device

PoE output 2ports for PoE CAM/PoE Device

N/L

30dbi Gain GRID/PARA/YAGI

초기화지원

외장버튼식(수동/자동 선택)

외장버튼식(수동/자동 선택)

외장버튼식(수동/자동 선택)

외장버튼식(수동/자동 선택)

LED 표시창

POWER+LINK+SIGNAL 5steps

POWER+LINK+SIGNAL 5steps

POWER+LINK+SIGNAL 5steps

POWER+LINK+SIGNAL 5steps

최대유효전송거리

1km / 2.4GHz / 14dBi안테나기준

1km / 2.4GHz / 14dBi안테나기준

1km / 2.4GHz / 14dBi안테나기준

3km / 2.4GHz / 14dBi안테나기준

전원공급

전원어댑터(DC 12V / 1A)

전원어댑터(DC 12V / 1A)

전원어댑터(DC 48V / 1.5A)

전원어댑터(DC 12V / 1.5A)

소비전력

1W

2W

30W

3W

동작온도

-20C˚ ~ 70C˚

-20C˚ ~ 65C˚

-20C˚ ~ 70C˚

-20C˚ ~ 65C˚

RJ45

RJ45, PoE

RJ45, PoE

RJ45

데이터포트 지원
IP프로토콜

TCP/IP, UDP/DHCP, RTOS, Customized PT TCP/IP, UDP/DHCP, RTOS, Customized PT TCP/IP, UDP/DHCP, RTOS, Customized PT TCP/IP, UDP/DHCP, RTOS, Customized PT

동작습도

Max. 90% (Non Condensing)

Max. 90% (IP67,Weatherproof)

Max. 75%

Max. 90% (IP67,Weatherproof)

크기 (WxDxH)

93 x 110 x 25mm

300 x 300 x 85mm

105 x 105 x 25mm

94 x 178 x 25mm

무게(kg)

0.35kg

2.8kg

0.45kg

0.75kg

RSSI확인

Tx-Rx간 실시간 무선 Signal 확인

Tx-Rx간 실시간 무선 Signal 확인

Tx-Rx간 실시간 무선 Signal 확인

Tx-Rx간 실시간 무선 Signal 확인

심볼 타이밍 자동 복구기능 탑재

심볼 타이밍 자동 복구기능 탑재

심볼 타이밍 자동 복구기능 탑재

심볼 타이밍 자동 복구기능 탑재

DC 오프셋 자동 제거

DC 오프셋 자동 제거

DC 오프셋 자동 제거

DC 오프셋 자동 제거

부가기능

자동 리부팅 및 자동 전원 초기화 제어 시스템 자동 리부팅 및 자동 전원 초기화 제어 시스템 자동 리부팅 및 자동 전원 초기화 제어 시스템 자동 리부팅 및 자동 전원 초기화 제어 시스템

※위 무선CDMA전송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기술은 특허청과 PCT국제특허 및 개별국 특허에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 사양은 무선제품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원 :

Global Bridge Co.,Ltd

주식회사 글로벌 브릿지 는,

www.globalbridge.c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A동 1710호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기술(ICT)들이 융합하는 차세대 통신 환경,

Tel : 032-715-8337 / Fax : 070-4333-7712
Email : gbridgers@globalbridge.co.kr
KC인증번호 : MSIP-CRM-KmW-SKYBRIDGE
FCC인증번호 : 2AOJB-SKYBRIDGE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BINARY CDMA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IoT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R&D 기술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무선통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온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All registered trademarks and non-registered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our company & their respective owners.
Design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2018 GLOBAL BRIDGE CO., LTD

· PCT 국제특허 및 국내 기술, CDMA SoC관련 특허등록완료
· 미국특허 No.8,867,516/중국특허 : 2017051600703510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43221721/물품식별번호 : 23233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