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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기관(업)명
(Company)

 BEATRO Co., Ltd.

주소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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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09. / S230109-015

시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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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Model)

 LIM YOUNG WOONG OFFICIAL LIGHT STICK / HERO-OL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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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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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RO Co., Ltd. / Korea Republic of.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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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 to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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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st result

Frequency (GHz) Peak Gain (dBi)

2.400 -1.1

2.450 -2.0

2.485 -2.2

2.500 -2.3

4. Test data
  – 2D Radiation Patterns

2D Radi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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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Radiation Patterns

3D Radiation Patterns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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