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최상의 제품 

SIMRAD 프로페셔널 장비는 해상경계, 수색 및 구조 임무를 비롯 하여 화물선, 낚시선, 그 밖의 기타선 

및 작업 선에 최적화된 장비를 공급합니다.

SIMRAD 제품은 열악한 해상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 해상 생활에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의 편리, 간단한 설치 및 최첨단의 정밀한 기술로 호평 받고 있는 SIMRAD 제품은 선박의 안전과 

임무 수행의 효율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을 것 입니다.

PROFESSIONA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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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l Boats

스마트 시스템 제안

경비정    구조정    소방정



2중 운용시스템

Station 1

하부데크

2중 운용시스템

센서

Station 1

하부데크

Station 2

NSS evo
다기능 모니터

NSS evo
다기능 모니터

BSM-1
브로드밴드
어탐 모듈

3D
이미지소나

모듈

NAIS-300
AIS 송수신기

AC42
오토파일럿

컴퓨터

IS20
항해계기

IS20
항해계기

RS87
VHF

QS80
퀵스틱 리모트

펄스압축
HALO4
레이더

BSM-1
브로드밴드

어탐모듈

3D 이미지
소나 모듈

NAIS-300
AIS 송수신기

AC42 오토파일럿
컴퓨터

GS15
GPS Ant.

HS70
GPS

콤파스

RS12 VHF QS80
퀵스틱 리모트

브로드밴드
4G 레이더

GS15
GPS Ant.

N2K엔진
인터패이스

CC TV
카메라

CC TV
카메라

N2K엔진
인터패이스

HS70
GPS

콤파스

Patrol Boats

단일 운용시스템1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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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하부데크

다중 운용시스템 (6개 시스템까지 구성)

센서

표시된 시스템들은 SIMRAD 제품 위주의 구성입니다. 사용 지역이나 선박의 관리 효율, A/S 등의 이유로 일부 기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스템 구성은 금호마린테크㈜ 기술영업팀에 문의 바랍니다.

NSO evo
모니터

NSS evo 다기능 모니터 IS70 항해계기 RS87 VHF

IS70
항해계기

RS87
VHF

BSM-2
브로드밴드
어탐 모듈

NAIS-300
AIS 송수신기

3D
이미지소나

모듈

GS15
GPS Ant

CC TV
카메라

브로드밴드
레이더 4G

AP70
오토파일럿

MX575B
DGPS
콤파스

펄스압축 레이더
HAL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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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시스템들은 SIMRAD 제품 위주의 구성입니다. 사용 지역이나 선박의 관리 효율, A/S 등의 이유로 일부 기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스템 구성은 금호마린테크㈜ 기술영업팀에 문의 바랍니다.

25 kW Argus
레이더

MX 521A
DGPS Ant.

브로드밴드
4G 레이더

GC85
Gyro 콤파스

12 kW Argus
레이더

WS80
Wind 센서

Patrol Boats

센서

통합 브릿지

브릿지

CS68 ECDIS (24” 화면)

AP80 오토파일럿

HR80 헤딩 리피터 IS80 풍향풍속계 IS80 러더 앵글 IS80 선속계 IS80 선회율 표시계 IS80 RPM 게이지

GPS GN70 GPS MX 612 AP80 오토파일럿 RS80 VHF

ARGUS 레이더 (24” 화면) ARGUS 레이더 (24” 화면) ARGUS 레이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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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Boats

SIMRAD는 플로터, 레이더, 어군탐지기, 오토파일럿, VHF 및 안전 장비 등 
주요 항해 및 자동 조타, 통신 시스템을 하나의 모니터에 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유의 기술을 제공 합니다.

또한, 브로드밴드 레이더, 이미지소나 및 스트럭쳐맵 등 다목적의 모든 선박에 
첨단의 탁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최상의제품

작업선   여객선   화물선
스마트 시스템 제안



Work Boats

예인선(Tug) / 구조선(Salvage) / 준설선(Dredge)

브릿지 센서

하부데크

NSS evo
다기능 모니터

AP70 오토파일럿

WI80 풍향풍속계 IS70 러더 앵글 IS70 선속계 RS12 VHF AX50
GMDSS VHF

EG70
GPS EPIRB

SA70
AIS SART

AC85
오토파일럿

컴퓨터

BSM-1
브로드밴드
어탐 모듈

NAIS-400
AIS 송수신기

FU80 오토파일럿
리모트 컨트롤

HR80 헤딩 리피터 LSS-2
이미지소나

모듈

펄스압축 레이더
HALO4

브로드밴드
레이더 4G

HS70
GPS

콤파스

GS15
GPS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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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V(근해지원선) / MPV(다목적선)

센서

브릿지

워크 스테이션

12 kW Argus
레이더(6FT)

CS68 ECDIS (24” 화면)

IS80 러더 앵글

파노라마 U45
러다앵글 인디케이트

Argus OSID (19” 화면) CS68 ECDIS (24” 화면) HR80 헤딩 리피터 WI80 풍향풍속계 GPS MX 612

AP70
오토파일럿

FU80 오토파일럿
리모트 컨트롤

GPS MX 612

IS80 선속계 AX50
GMDSS VHF

EG70
GPS EPIRB

SA70
AIS SART

Argus OSID (24” 화면) HR80 헤딩 리피터 WI80 풍향풍속계

25 kW Argus
레이더(9FT)

25 kW Argus
레이더(12FT)

브로드밴드
레이더 4G

HS70
GPS 콤파스

GC85
Gyro 콤파스

MX 521A
DGPS Ant.

MX535A
AIS 시스템

WS80
Wind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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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고속선) / 여객선 (Passenger Vessel)

Patrol Boats

12 kW Argus
레이더(6FT)

CS68 ECDIS (24” 화면) Argus OSID (24” 화면) GPS MX 612 GPS HR80
헤딩 리피터

WI80
풍향풍속계

IS80
선회율
표시계

AP70
오토파일럿

QS80
퀵스틱 리모트

SD80
오토파일럿
인터패이스

AC85
오토파일럿

컴퓨터

RF45X
러더피드백

유니트

IS70
러더 앵글

IS70
선속계

AX50
GMDSS VHF

EG70
GPS EPIRB

SA70
AIS SART

브로드밴드
레이더 4G

GC80
Gyro 콤파스

MX 421B
GPS Ant.

MX535A
AIS 시스템

HS80
GPS 콤파스

25 kW Argus
레이더(6FT)

WS80
Wind 센서

센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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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전체를 통합하다. 목차

  1.레이더

   1.1 SIMRAD IMO 승인 알파 레이더 

   1.2 일반 레이더(국내적합인증)

  2. GPS 플로터 에코사운드(이미지소나)

   2.1 SIMRAD NSS EVO 시리즈(다기능 터치) 

  3. ECDIS

   3.1 SIMRAD IMO 승인 ECDIS

  4. GPS 

    4.1 SIMRAD IMO 승인 GPS

    4.2 일반 범용 GPS 

  5. 오토파일럿

    5.1 SIMRAD IMO 승인 오토파일럿

    5.2 일반 오토파일럿

  6. 선수(헤딩) 표시 장비

    6.1 SIMRAD IMO 승인 선수(헤딩) 표시 장비

    6.2 일반 선수(헤딩) 표시 장비

  7. SIMRAD IMO 데이터 표시 장치

  8. 거리선속계 (Speed log.)

   8.1 SIMRAD IMO 승인 거리 선속계 

  9. 항해용 에코사운드

   9.1 SIMRAD IMO 항해용 에코사운드

   9.2 일반 항해용 에코사운드

10. 무선통신

   10.1 고정형 DSC/VHF 무선통신기

   10.2 휴대용 DSC/VHF 무선통신기

11. AIS (선박 자동 식별시스템)

   11.1 SIMRAD IMO 승인 CLASS A AIS 

   11.2 일반 IMO 승인 CLASS A AIS

   11.3 일반 CLASS B AIS 

12. 항해 안전 장비

   12.1 GPS 비상위치 조난 발신기 (GPS EPIRB)

13. 풍향 풍속계

   13.1 SIMRAD 풍향풍속 센서

   13.2 풍향풍속계

14. C-Map 상용 운항 관리 솔루션

   14.1 C-MAP FLEETMANAGER (선단 관리 솔루션)

   14.2 C-MAP INTEGRATED MARITIME SUITE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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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권장 시스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IMRAD, 전체를 통합하다

혁신적이고 업계 유일의 플러그 앤 플레이 모듈

다양한 디스플레이 확장성을 가진 NSO, NSS 라인은 Simrad NSE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유의 제어 및 통합 옵션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차트 작성과 어탐 및 레이더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BEP  마린의  CZone  스위칭은  제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Czone을 사용하면 선박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Simrad 제품 대부분은 CZone 컨트롤러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조명 제어, 빌지펌프 ON/OFF, 각종 탱크 수위 모니터링 등이 NSO 
또는 NSS 항해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epmarine.com 에서 확인 바랍니다.

디지털 스위칭

세계 최고 성능의 오토파일럿은 NSO 및 NSS와 통합됩니다.
대시보드 설치 공간에서의 레이아웃과 플라이브리지 선박과 같은 
다중 스테이션 확장 시스템에도 유용하게 설치 가능하게 설계된 
NSO 또는 NSS 와 오토파일럿의 시스템 통합은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오토파일럿

혁신적인 이미지소나 기능은 실제 어탐에서 궁극적인 것을 만듭 
니다. 이미지소나는 사이드 스캔 및 다운 스캔 이미지를 통해 넓은 
수중 지역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180도 보기를 통해 송수파기 바로 아래의 지형을 완벽한 이미지    
로 제공합니다. 이미지소나의 고속 이더넷 네트워킹은 하나 이상
Simrad 디스플레이와 호환 가능합니다. 즉, 모든 NSO 및  NSS 
유닛에서 이미지소나 송수파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이더넷은 빠르고 깨끗한 설치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소나(Structur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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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널 NMEA 2000 GPS 안테나는 놀라운 
위치 정밀도와 탁월한 감도를 제공하며, 콤팩 
트한 크기로 장착이 쉽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의 GPS 안테나는 NSO 및 NSS와 호환됩니다.

고속 GPS

AIS 시스템과 NSO 또는 NSS 시스템을 통합 
하여 탁월한 상황 인식을 위해 플로터 및 레이 
더 디스플레이에  AIS가 장착된 선박 정보를 
겹쳐 볼 수 있습니다.

AIS

Simrad는 다양한 레이돔 및 오픈어레이 디지 
털 레이더와 IMO 인증 풀 알파 레이더를 제공 
합니다.
이 레이더들은 원거리의 표적을 탁월하게 
탐지하고 화면 잡음을 거의 없앤 또렷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HD 레이더 & 
ARPA 레이더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근접한 
범위에서 탁월한 표적 탐지 및 분리, 조작 용이 
및 새로운 수준의 항해 성능을 제공합니다.

브로드밴드 레이더

야간 투시경 및 다목적 카메라용 비디오 입력.
Simrad NSS 1대 당 최대 2 대의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NSO  시스템의  일부로  최대  3 
대의 카메라를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입력

Simrad 브로드밴드 어탐 모듈 (BSM)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선명도와 지금까지 출시된 어탐 
중 최고 수준의 어탐 화면을 제공합니다. 용도 
에 맞추어  BSM-1  또는  BSM-2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브로드밴드 어탐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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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SIMRAD IMO 승인 알파 레이더

ARGUS X-밴드 알파 레이더

거의 모든 범위의 레이더를 공급하는 유일한 제조업체인 SIMRAD는 Argus X-밴드, S-밴드 및 브로드밴드 레이더 시스템을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해양용 레이더 시스템 기술자들이 설계하였습니다. Argus X-밴드와 S-밴드 레이더는 모두 IMO 규격을 준수하며, 경량, 

소형의 전자 장치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선박(고속선박 포함)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rgus X-밴드는 6피트(1.8m)와 9피트(2.7m) 안테나와 12 kW 및 25 kW의 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최첨단 전문 X-밴드 레이더 입니다.
 

독립형 스탠드 타입의 디스플레이 캐비닛을 구성 하거나 통합형 브리지에 매립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구성에는 알파 (ARPA), AIS 용 통합 인터 페이스와 자이로의 스텝퍼, 싱크로 및 직렬 인터페이스 (NMEA) 기능이 포함 됩니다.

듀얼 레이더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부 전자 스위치도 표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 12피트 안테나의 옵션 선택시 수정된 업-마스트 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Argus X-Band

Argus S-Band

1.1 

14



ARGUS 레이더 화면 표시

ARGUS S-밴드 알파 레이더

Simrad Argus S-밴드 레이더는 현재 출시된 레이더 중 가장 가벼운 S-밴드 레이더입니다. 
S-밴드 레이더에는 해상 및 바람의 저항으로 인한 방해를 줄이기위한 새로운 슬림형 안테나로 설계되었습니다. 
Argus  S-밴드 레이더는 Argus  X-밴드와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타 브랜드의 S-밴드 레이더보다 설치 및 서비스가 훨씬 쉽습니다. 
30kW Argus S-밴드 레이더는 타겟 부근 감지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기 배선된 플러그 & 플레이 설치 및 현재 Argus X-밴드 레이더와의 
완벽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Argus S-밴드는 3000 톤 이상의 선박에 적합 하며 S-밴드 레이더(3GHz)는 IMO 선박의 운송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Argus S-밴드는 Argus X-밴드와 동일한 기술 및 부품을 공유하므로 선박내에 준비하는 예비 부품을 줄일 수 있으며, 전 세계적 A/S 
프로그램을 통해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레이더  2대의  송수신기  지능형  비디오  영상을  하나의  PPI  화면에 
통합하거나 두 개의 독립적인 PPI를 와이드 스크린 모니터에 결합하여 
보다 나은 상황 인식 및 성능 제공 
 
유지 보수 및 서비스를 쉽게 하기 위한 모듈식 및 솔리드 스테이트 구조
 
유연한 장착 옵션을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세서, 모니터 및 작동 패널
 
최대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X  및  S-밴드  대역의  내부  스위칭  기능을  결합하여  최대  4개의 
안테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매우 가벼운  S-밴드 안테나와 
별도의 전원부가 필요하지 않는 전원 시스템 보유

특수 어플리케이션 애드온 (옵션) : 기름 유출 감지, 소형 타겟 탐지 및 
얼음 항해
  
20 또는 40 rpm 의 안테나 회전 속도 선택 (12피트 X- 밴드 안테나와 
함께 사용 가능)
  
IMO 승인 제품
 
간편한  작동을  위해  항구,  단거리,  중거리,  거친  바다와  얼음  등의 
비디오 프로세싱 모드를 사전 설정
 
상태  모니터  기능과  자이로  인터페이스,  AIS,  ARPA  등이  표준 
구성으로 제공되므로 추가비용이 거의 불필요
 
호환되는 FMCW 레이더를 추가하면 선미/선수 레이더로 근접 거리 
탐색에 활용 가능

특징

선명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고성능 레이더

사각형 레이더 PPI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더 기능 및 정보가 포함된 라인

주요 항해 데이터

와이드 스크린-모니터 당 최대 3 대의 카메라 추가
(CAT 1 및 CAT 2에만 해당)

다른 안테나(브로드밴드 레이더 
포함)에서 레이더 이미지를 표시 
하는 기능 또는 주 안테나로 부터의 
줌인된 이미지(CAT1 및 CAT2
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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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레이더 인증

기타 인증

ARGUS 레이더 디스플레이 형태

Argus X-밴드와 S-밴드 레이더는 모두 다음과 같은 IMO 규정과 SOLAS V 최소 운송 요건을 충족 합니다.

1. 총 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크기에 관계없이 9GHz X-밴드 레이더가 장착 되어야 한다. 

2. 총 톤수 500 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자동 추적 보조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총 톤수 3000 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3GHz S-밴드 레이더를 탑재하거나,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9 GHz X-밴드 레이더를 탑재 하여야 한다.

EC Marine Equipment Directive (MED)

United States Coast Guard (USGC)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CS)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RS) (approval pending)

FCC / IC

ISO 9001

1. 레이더

선박의 크기 500톤 이하

CAT 3 CAT 3

NO

20

20

100

NO

30

30

150

YES

40

40

200

YES

100

300

300

YES

20

20

120

CAT 2

CAT 2H

CAT 1

CAT 1H

CAT 1 CAT 1H

CAT 2 CAT 2H

500 톤에서 10000톤,
10000톤 미만의 HSC

10000톤 이하의 모든 선박 Simrad Argus X-밴드와 S-밴드

선박 범주

물표 자동 포착 기능

레이더 최소 물표 포착 수

AIS 최소 물표 포착 수

비활성 AIS 최소 물표 수

플러쉬 마운팅 타입 (기본) 세미 스탠드 타입 (옵션) 스탠드 타입(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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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레이더 시스템

1.ARGUS RADAR 안테나 킷 선택

6 ' 안테나 및 성능 모니터, 코어 유닛, 다기능 키보드,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및 인터스위치가 있는 12kW 업 마스트 

트랜시버 포함

17

X-밴드 레이더  S-밴드 레이더

1)  Argus 12U / 6X P 시스템 (12kW/6피트)

9 ' 안테나 및 성능 모니터, 코어 유닛, 다기능 키보드,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및 인터스위치가있는 12kW 업 마스트 

트랜시버 포함

2) Argus 12U / 9X P 시스템 (12kW/9피트)

6 ' 안테나 및 성능 모니터, 코어 유닛, 다기능 키보드,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및 인터스위치가있는 25kW 업 마스트 

트랜시버 포함

3) Argus 25U / 6X P 시스템 (25kW/6피트)

9 ' 안테나, 코어 유닛, 다기능 키보드, 성능 모니터,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및 인터스위치가 있는 25kW 업 마스트 

트랜시버 포함

4) Argus 25U / 9X P 시스템 (25kW/9피트)

Argus X-Band가 있는 S-Band 레이더 트랜시버 및 안테나 공유 구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전 세계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보드 스페어를 줄이고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X 및 S 대역과 인터스위칭 기능 성능 모니터, 100 개의 타겟 ARPA 및 300 개의 AIS 타겟 표준 구성

5) ARGUS 30U / 12S 시스템 (30kW/12피트)



2. 모니터 선택

R 시리즈 레이더 시스템

1. 레이더

SIMRAD M5027 (27인치/16:9 와이드) SIMRAD M5024 (24인치/16:9 와이드) 금호 표준모니터 (24인치/16:9 와이드)  

ARGUS 25kW 6피트 스캐너와 
한국 형식검정 (KC) 인증 레이더 시스템

18

CAT1 IMO / SOLAS VESSELS 및 ECDIS 사용을 위한 ARGUS TYPE 승인 모니터

1) SIMRAD M5027 모니터 AC 키트 (110-230VAC/27인치/16:9 와이드)

CAT2 IMO / SOLAS VESSELS 및 ECDIS 사용을 위한 ARGUS TYPE 승인 모니터

2) SIMRAD M5024 모니터 AC 키트 (110-230VAC/24인치/16:9 와이드)  

ARGUS 25kW 6피트 스캐너와 한국 형식검정 (KC) 인증 레이더 시스템

3) 한국 적합성 인증 24“ 금호 표준 모니터 키트 (110-230VAC/24인치/16:9 와이드)

IMO SOLAS CAT3 16인치 16:9 와이드 스크린 (180mm PPI ) 레이더 시스템 

X밴드 12kW 6피트 스캐너 

15m 케이블, 24V DC. 

8 개의 직접 액세스 키

22 또는 36 RPM 안테나 속도

1) SIMRAD R3016 12U / 6X

SIMRAD R3016 12U / 6X 



IMO 레이더 시스템 공통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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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구분

해상도

RM/TM

중앙 이동

범위해상도

방위각 분해능

트랙볼

 

호환 가능 해상도

 명암비/가시각

PPI 크기 (IMO 규격)

전원

방수

지시부

R3016 M5027 M5024 금호 표준 24인치

사용하는 범위 스케일의 75%까지 사용하는 범위 스케일의 50%까지

0.125, 0.5, 0.75, 1.5, 3, 6, 12, 24, 48, 96nm 0.125, 0.25, 0.5, 0.75, 1.5, 3, 
6, 12, 24, 48, 64, 72nm

출력 : HDMI  
(동일한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사용가)

입력 : 1x HDMI, 1x DVI-I, 2x composite (NTSC & PAL) 입력 : VGA, DVI, HDMI

-

-
640*480; 720*480; 720*576; 720*480; 800*480; 800*600; 

1024*600; 1024*768; 1280*768; 1280*720; 1360*768;
1366*768; 1920*1080 (H x W)

1920*1080; 1920*1440;
1680*1050; 

1366*768; 1280*720…(H x W)

 1000:1 / 89°   3000 : 1 / 89°    5000 :1 / 178° 1000:1 / 170°

24V DC

IPX66 

12V / 24V DC (9-31.2V)

IPX6 (매립 설치시 전면)

DC24V 또는 AC110V 또는 AC220V

-

물표 추적 기능

16인치 16:9 와이드LCD
300cd/m2

27인치 16:9 와이드 Active Matrix 
TFT LCD / 300cd/m2

24인치 16:9 와이드 Active Matrix 
TFT LCD / 300cd/m2

24인치 와이드LCD / 600cd/m2화면 종류

표시 범위 

비디오 입/출력

포착수

추적수

100 타겟까지 수동 또는 자동 

100 타겟(CAT1/2)까지 자동 

＞ 180mm (CAT3, 500톤 미만) ＞ 320mm (CAT1, 10000톤 이상) ＞ 250mm (CAT2, 500~1000톤) ＞ 250mm (-)

자동 포착/가드존

X-밴드 레이더 안테나부

송신출력

펄스 길이(nsec)

감도 (dB)

수직 빔 폭

수직 빔폭

회전 속도

안테나 길이 

주파수

12또는 25 kW

60-250-800

29(6X) /31(9X)

1.3°(6X) / 0.9°(9X) (-3dB 에서)

22 ° (-3dB 에서)

>20 또는 >40 rpm 

6 또는 9 피트

IEC 60945 규격

AIS 기능

안전 확인

-자선에서 가까운 300 개까지의 물표(CAT3기준 120 개 물표) 
-우선 순위의 오버플로메커니즘 AIS

-휴면 상태 또는 활성화 상태의 300 개의 타겟(CAT3표준은 120 개 타겟)
-100 타겟까지 자동 또는 수동 

-물표추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영역으로 시스템은 최대 4 개의 
   G가드존을 제공

자동 포착/가드존

표시

전원

외부 전원공급

최대 500 W (모니터 크기와 풍압에 따라)

지시기: 220/110 VAC 50/60 Hz 
SRT X-Band Radar: 220/115 VAC 50/60 Hz 
(300 VA) Fed by Core unit

전력소비

기타 기능

알람

기타 특징

신호 입력

신호 출력

청각 및 시각 경고 : 위험한 물표, 가드존 내의 물표, 분실 물표, 
                                     시스템 장애 및 외부 인터페이스 센서(EPFS 및 AIS). 

환경

저장 온도 -25°C 에서 +70°C (IEC 60945)

자동 포착/가드존

추적수

S-밴드 레이더 안테나부

송신출력

펄스 길이(nsec)

감도 (dB)

수직 빔 폭

수직 빔폭

회전 속도

안테나 길이 

주파수

30 kW

60-250-800

27

24 ° (-3dB 에서)

19 ° (-3dB 에서)

20 또는40 (HSC만) rpm 

12피트 (3623mm)

3000~3100 MHz

-자선 헤딩에서 안정화된 1개의 구역을 자동 획득하여 그 크기와 모양을 변경할 수 있음. 
-자동으로 획득한 0.5nm 폭으로 구성된 4개의 섹터 또는 가드존.

NMEA 0183 (IEC 61162-1 / 2) : AIS 경보 인식을 위한 
RATTM-RAOSD-RARSD-RAALR 센텐스 AIACK, RATTD, RATLB, 
Dead Man 경보, 정전, 위험물표, VDR 용 비디오 출력 외

직렬 인터페이스 NMEA 0183 (IEC 61162-1/2) 자이로, 스피드 로그, EPFS, 
AIS, 풍향센서, 외부 경보 외

닻 감시, 음향 참조 속도 (AIS 시스템 용이 아님), EPFS 속도.

40°C에서 93%까지 (IEC 60945)

-지시기 : -15° 에서 +55°C (IEC 60945 protected equipment) 
- 안테나 : -25° 에서 +55°C (IEC 60945 protected equipment),
   -53°C 이하 사용시 (히터 내장 슬롯 옵션)

1366 x 768 (H x W) 1920 x 1080 (H x W)

헤딩, 코스업. 노스업/코스업, 노스업

0.75nm 범위에서 3m

0.1°

극지 및 지리적 좌표. 연속 표시됨



R3016 

1.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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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016 컨트롤 유니트

12U-6X 업-마스트 레이더 스캐너

R3016 시스템 구성도 

R3000 전원장치

IMO 레이더 외형도



M5024 / M54027 레이더 모니터  금호 표준 레이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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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코어 유니트 ARGUS 레이더 키보드

4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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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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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전면

전면

(1) 문으로부터 최소거리         (2)벽이나 다른 장비로부터 최소거리

3623 mm (회전반경 3695 mm)

654 mm26 mm 52.5 mm

안전 스위치

케이블 인입구
(옵션)

접지볼트

499 mm

365.5 mm 133.5 mm

765 mm

394 mm

478 mm

ARGUS X-밴드 레이더 스캐너 유니트

ARGUS S-밴드 레이더 스캐너 유니트

364 mm

200 mm

804 mm

90˚

534 mm
200 mm

466 mm

전방

안테나길이 / 회전반경 (6피트, 1800 mm ~ 9피트 2650 mm)

안테나 취부볼트
(조임 볼트 4xM8
Tighten to 22Nm)

설치 콘넥터

접지 볼트

안테나 취부볼트
(조임 너트 4xM8
Tighten to 20Nm)

ARGUS RADAR



IMO 승인 X 또는 S-밴드 시스템

1. 레이더

ARGUS X-Band ARGUS S-Band

DVI Video

DVI Video

ARGUS X-Band
ARGUS S-Band

DVI VideoDVI Video

Interswitch 1-2 To AIS

Interswitch 2-1

IMO 승인 X 또는 S-밴드 인터스위치 시스템

24” Monitor
24” Monitor

Key Board
Key Board

ARGUS
Core
Unit

ARGUS
Core
Unit

헤딩신호
LOG

EPFS
AIS

헤딩신호
LOG

EPFS
AIS

24” Monitor 24” Monitor

Key Board Key Board

ARGUS
Core
Unit

ARGUS
Core
Unit

헤딩신호
LOG

EPFS
AIS

헤딩신호
LOG

EPFS
AIS

22

ARGUS 레이더 구성도



IMO CAT1과 CAT2 승인 (브로드밴드 레이더 융합)

X 와 S-밴드 장거리 케이블 설치

DVI
Video

NEP-2

Interswitch 1-2

Interswitch 2-1

ARGUS X-Band

ARGUS S-Band

DVI VideoDVI Video

Interswitch 1-2 To AIS

Interswitch 2-1

ARGUS X-BandARGUS X-Band

ARGUS S-Band

SRT Adaptor

15m, 30m, 60m
Radar Interface Cable

Radar Interface Cable

DVI VideoDVI Video

Key Board Key Board

24” Monitor 24” Monitor

ARGUS
Core
Unit

ARGUS
Core
Unit

ARGUS
Core
Unit

ARGUS
Core
Unit

헤딩신호
LOG

EPFS
AIS

헤딩신호
LOG

EPFS
AIS

헤딩신호
LOG

EPFS
AIS

헤딩신호
LOG

EPFS
AIS

Broadband
4G™ Radar

Broadband
4G™ Radar

24” Monitor
24” Monitor

Key Board
Key Board

케이블 길이 : 300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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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로 레이더 특징

1. 레이더

NSS12 EVO3 (12인치)
금호 표준 모니터 (24인치)O2000 컨트롤러 NSO EVO3

(블랙박스형 프로세서)

일반 레이더 (국내 적합인증)

SIMRAD HALO RADAR 

1.2 

SIMRAD SSPA 방식 레이더1.2.1 

펄스 레이더와 브로드밴드 레이더의 장점만 결합한 혁신적인 신개념 레이더

물표 분해 조절로 빔을 선명하게 함

듀얼렌지 작업

고급 신호 처리 기술로 사용자, 항내, 항외, 기상, 조류 등  5개의 모드 제공

고속 48RPM 탐색 

전원 ON 에서 16~25초의 예열 시간 후, 대기 모드에서 바로 탐색

10개의 MARPA 물표 추적 (듀얼 범위 최대 20개)

25W 저출력으로 인체 안전    

12 / 24V 동작 및 낮은 전력 소비

이더넷 연결

스캐너 부에 독특한 청색 LED 액센트 조명 사용

KC 국내 전파인증 장비

24

헤일로(4), 브로드밴드(3G/4G), 펄스 레이더(6kW)의 탐색 범위 비교

거리범위 단
0 ~ 0.1km
(0 ~ 600ft)

단 - 중
0.1 ~ 2km

(600ft ~ 1nm)

중
0.1 ~ 2km
(1 ~ 11nm)

중 - 장
20 ~ 50km

(11 ~ 27nm)

장
＞100km
(＞64nm)레이더 종류

6kW 펄스 레이더

브로드밴드
3G/4G 레이더

HALO
펄스압축 레이더



헤일로 레이더 화면 구현에 따른 설명  

100m에서 72nm 레인지까지 동시화면으로

고속물표의 다중 항적

뛰어난 물표 분해능

조류 탐지 레이더

원거리 기상 요소를 모니터링

완벽한 독립적인 분할화면 표시와 함께 듀얼 빔 
모드에서 근거리 및 원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1)은 펄스 레이더에 비해 훨씬 적은 6m정도의 메인 
뱅으로 초근접 물표도 탐색이 가능합니다.

HALO의 전용 버드(Bird)모드는 조류의 무리를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HALO 레이더의 
고급 DSP 기능으로 잡음이 없는 고감도 화면으로 
3.5nm 거리의 조류 무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HALO 레이더는 아주 작은 물표까지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자선에서 65nm 떨어진 (3)과 같은 기상 상태를 
관측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제트스키의 탐색한 그림입니다.

펄스 레이더와 분해능 비교 화면

HALO 3 R사 6kW 펄스레이더



사양 

1. 레이더

HALO 레이더 시스템

NSS12 - HALO

본체부

크기 및 타입

해상도/밝기

전원

소모전류

네트웍

작동온도

방수

메모리  슬롯

본체 크기/중량

비디오출력

기타 

12.1”WVGA칼라 터치 LED 백라이트

1280 x 800 (16:9) / 1200 nits

9~32V DC

26W(2.0A@13V DC)

NMEA0183, NMEA2000, 이더넷

-15 ℃ ~ +55 ℃

IPx7

MicroSD X 2개

345 x 105 x 215 mm / 3.26kg

HDMI,720P모니터 지원

레이더, AIS, VHF, 오토파일럿, 
엔진 운영시스템, 풍향풍속계 등 연동

NSO - HALO

지시부  

크기 및 타입

해상도/밝기

전원

소모전류

네트웍

작동온도

방수

메모리 슬롯

본체 크기/중량

비디오 입력 

호환 해상도  

24”와이드 칼라 LED LCD 

1920 x 1080 (16:9) / 600 cd

DC24V 또는 AC110V 또는 AC220V

100W (5.0A@24V DC)

-

-15 ℃ ~ +55 ℃

-

-

613.4 x 76.1 x 386 mm 

VGA, DVI, HDMI

1920*1080; 1920*1440; 1680*1050;
1366*768; 1280*720…(HxW)

프로세서 (블랙박스)

언어

동작온도

방수기준

크기 (mm)

NMEA2000

비디오 입력

비디오 출력 

(60Hz 통상)

USB

SD

NMEA0183 Baud rate

RS422 Baud rate

해도지원

전력 소모

전원

알람 출력 전류

프로세서

RAM

저장

31

-15°C to +55°C

IPx2

281(폭) x 232(깊이)x65.5(높이)

본체 후면에 1포트 (Micro-C male, LEN=1)

본체 후면에 2포트 
(BNC female, NTSC 또는 PAL포맷)

2 소켓. 지원 800x600 (SVGA 4:3), 
1024x768 (XGA 4:3),1280x720 (HD 16:9), 

1366x768 (WXGA), 1920x1080 (Full HD 16:9),
1920x1200 (WUXGA 16:10), 1280x800 (16x10), 

1280x1024 (SXGA 5:4)

Mass storage (A타입 소켓)

32GB (풀 사이즈 SD카드 소켓)

4800, 9600, 19200, 38400

1200, 2400, 4800, 9600, 19200, 38400, 
57600, 115200

내장 저레벨 백그라운드 세계해도+ 한국연안 상세 
한글해도(금호제작) 기본제공 Navionics 및 C-map호환

45W (최대)

9 - 31.2 vDC(최소~최대)

1A

iMX61 QUAD CORE (X2)

DDR3 1GB

4~8GB Flash

초근거리 화면의 물표 분해력 

헤딩센서 채용시 해도+레이더 영상 오버래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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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HALO 

NSS evo 시리즈는 대형 작업선이나 패트롤 보트, 슈퍼 요트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기능 디스플레이로 HALO 레이더와의 
조합으로 국내 적합 인증 을 받았습니다.

Simrad  Glass  Bridge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핵심인  NSO  evo 
해양프로세서는 연근해 어선과 작업선 및 기타선 등 다양한 SOLAS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선박에 이상적인 시스템 입니다. 단일 NSO evo 프로세서는 
터치스크린  또는  키패드,  마우스  작동방식의  독립된  듀얼  다기능  디스 
플레이 및 일반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탐, 레이더, 오토파일럿, AIS 등을 포함한 다양한 Simrad 장비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차트, 탐색 및 통합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NSO 
프로세서와 24인치 금호 표준 모니터 및 HALO 레이더와의 조합으로 국내 
적합인증을 받았습니다.

NSS12-HALO 

고감도 10Hz GPS / GLONASS 수신기 기본 내장
1200 nits 의 고휘도 모니터 채용
고성능 처프어탐부와 스트럭쳐스캔 이미지소나 모듈 내장

모든 조건에서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멀티 터치스크린 및 키패드, 회전 다이얼 채택  
트립인텔(TripIntel™)기술로 아주 쉬운 항로계획 
완벽한 레이더 및 오토파이럿 통합 능력 보유 



레이더 사양

구분

스캐너 형태 및 길이

레이더 기술 

안테나 형태 

최대 거리범위

회전수 

송신 출력

개방형, 1068mm 개방형, 1200mm 개방형, 1980mm

48nm 64nm 72nm

펄스 압축 기술을 적용한  Solid-state X-밴드 송수신기 

Circulator and Isolator; Radar Mixer: MIC front-end

24/48 RPM

25W ± 10%

100m  (6m)

9410 ± 30MHz

10.8~31.2V DC  / 150W(최대풍속 70kt), 40W(무풍), 6.5W(대기)

-25 ~ +55℃, 습도 93% RH (+40℃ 에서)

IPx6 (IEC60945-4)

이더넷  10/100 Base T, NMEA2000/NMEA0183

안테나  4.1kg
하부 18.75kg

안테나  4.9kg
하부 18.75kg

안테나  6.5kg
하부 18.75kg

수평 2.4°± 10%
수직  25°± 20%

수평 1.8°± 10% / 1.2°± 10%
(빔 각 조절 모드) 
수직 25°± 20%

자동 모드 (항내, 항외, 조류)        수동 사용자 모드        MARPA  
듀얼렌지        즉시 가동 (예열 시간 불필요)        저 전력        저 전자파 

수평 1.2°± 10%
 (빔 각 조절 모드) 
  수직 25°± 20%

중량

빔 폭 

최소 표시범위(최소 물표탐색 거리)

주파수 

입력 전원/소비 전력 

사용 환경 

방수(방수표준)

데이터 I/O

HALO 3 HALO 4 HALO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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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12 EVO3 금호 24인치 표준 모니터

HALO 레이더 스캐너 3/4/6

외형도

170 mm (6.69")

339 mm (13.35")

210 mm (8.27")

185 mm (7.28")

324 mm (12.76")

262 m
m

 (10.31")

292 m
m

 (11.50")
135 m

m
 (5.31")

427 m
m

 (16.81")

3.70 ft Antenna 1127 mm (44.37")
4.70 ft Antenna 1431 mm (56.34")
6.69 ft Antenna 2038 mm (80.24")6 ft

4 ft
3 ft



SSPA FMCW 레이더

R2009 (9인치 전용 모니터) 3G/4G 레이더돔

특징

독점기술인 SolarMAX™+에 의해 어느 선박용 디스플레이 보다 
더 선명하고, 일광 아래에서도 매우 넓은 각도에서 인식 가능

4G 스캐너 킷은 Arugus 레이더의 보조 레이더로 구현

야간 사용시 화면 밝기 선택

간단한 메뉴와 그래픽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하기가 쉬우며 빠른 
시간 안에 기능을 습득 가능

이더넷 네트워크과 NMEA2000 실행 네트워크 옵션

1 마일 미만의 범위에서 고속 작동이 가능하여 충돌이 매우 심할 
때 안전성을 극대화 (4G는 48RPM/3G는 36RPM)

4G에 적용된 빔 선명기술은 물표 분리를 향상시켜 가능한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

저  전력으로  선박의  크기에  관계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휴대 
전화보다 에너지 방출이 적은 폐쇄 형 돔 설계 및   저 출력으로 
인하여 인체에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음 

* KC 국내 적합성인증 장비

Simrad 항해장비의 최신 제품은 패트롤 보트 시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다양한 패트롤 보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주) 브로드밴드 레이더 4G 의 적용 모니터는 전체 기종에 모두 적용됩니다만 국내사용은 반드시 방통위 적합성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호에서 인증을 완료한 제품 이외의 제품은 합법적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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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SIMRAD 돔형 SSPA 레이더1.2.2

최고의 성능을 위한 4G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더



주) 최소 제품 요구 사항
       HALO24 레이더에는 이더넷 연결 가능한 Simrad 다기능 디스플레이 또는 레이더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MARPA 물표 추적 기능에는 헤딩 센서와 GPS 수신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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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 펄스압축 도플러 레이더 

60RPM 초고속 회전!! 

도플러 기능 기본 탑재!!

NEW

HALO24는  거의  실시간으로  시야를  제공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업계  최초의  60  RPM  작동으로  레이더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VelocityTrack™ 도플러 기술로 즉각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하나의 소형 24 인치 돔 안테나에서 최대 48 해리 거리까지 단거리 및 

장거리 범위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형 돔으로 근거리 및 원거리보기
선박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한 HALO24는 소형 돔 안테나로 제공되며 고품질의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듀얼 

레인지 모드에서 한 번에 두 개의 거리 범위를 모니터링하면 충돌 위험을 가까이에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HALO24 레이더의 펄스 압축 기술은 

작거나 먼 물표의 분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빔 선명화 작동시에도 선택한 범위 내의 물표 탐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한 궁극의 탐색 영상
HALO24 레이더는 최대 1.5 해리 범위에서 업계 최초의 60 RPM 회전 덕분에 초당 최대 360도 스윕을 제공합니다. 이 초고속 업데이트는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충돌 방지를 위한 최고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VelocityTrack™ 도플러 기술 내장
VelocityTrack ™ 기술은 물표가 자선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색상 

코딩은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여 상황 인식을 개선하고 충돌 위험을 더욱 줄 수 있습니다. HALO24 레이더는 범위 내의 모든 물표 대상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개별 대상을 수동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한 화면에 표시되는 물표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시 송신 
HALO24 레이더는 저전력 대기 모드에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즉시 탐색할 수 있습니다. HALO24 레이더의 전원이 완전히 꺼진 경우에도 

기존 펄스 레이더와 같이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만에 바로 시작됩니다. 혼잡한 수로를 탐색하거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HALO24 레이더는 이 

혼란들을 즉시 차단하여 주변 환경을 선명하고 최신 상태로 보여줍니다.

특징

소형 24 인치 돔에서 48nm 범위

빔 샤프닝을 갖춘 고급 펄스 압축 기술

동시 듀얼 레인지 작동으로 근거리 및 원거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5nm 범위에서 초고속 60RPM 작동

충돌 방지를위한 VelocityTrack™ 도플러 기술

항구, 근해, 날씨 및 조류 모드로 손쉬운 작동

MARPA 대상 추적 (최대 10 개의 대상, 이중 범위에서 20 개)

전원을 켬과 동시에 즉시 대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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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SSPA 돔 레이더 사양

모델

환경

상대풍속

소비전력

사용전압

무게

사용 범위

안테나 회전

송신출력

송신주파수

예열시간

편파면

타이밍 및 동조 조정

파도, 비 잡음제거

수평빔폭

수직빔폭

연결 프로토콜

케이블 길이

크기 및 타입

해상도

전원

소모전류

네트웍

작동온도

방수

메모리 슬롯

본체 크기/중량

네트워크 포트

R2009

모델 3G 4G HALO 24

9” VGA칼라 터치 LED 백라이트/1200 cd

480 x 800 (16:9)

9~32V DC

11W(0.85A@13V DC)

NMEA0183, NMEA2000, 이더넷

-15 ℃ ~ +55 ℃

IPx7

SD X 1개

260 x 224 x 82 mm/1.95kg

2x NMEA0183, 1x NMEA2000, 1x Ethernet

지시부

스캐너부

사용온도: -25° to +55°C 상대습도: +35°C, 95% RH, 방수: IPX6

51 m/sec (Max:100 Knots)

즉시동작 (No 마그네트론으로 예열 필요 없음) - 솔리드 스테이트

수평편파

펄스 레이더 아니므로 필요없음

펄스레이더 보다 3-5배 성능 향상

18W (정격) @ 13.8VDC 대기: 2W @ 13.8VDC(150mA) 

9V ~ 31.2V DC (12/24 V DC)

7.4 kg

24/36rpm ± 10%

165mW

9.3 ~ 9.4Ghz

6m ~ 24nm

5 .2°± 10%

25°± 20%

2.6°± 10%

25°± 20%

Ethernet 100 Base-T and Serial

10m(기본) - 최대 30m 까지

3.9°± 10%

22°± 20%

6m ~ 36nm

10.5~31.2V DC (12/24 V DC)

6.9kg

100m ~ 48nm 

20 - 60 rpm

25W

9.4 ~ 9.5 GHz

송신: 15~27W (R범위/모드에 따라)

대기: 3.9W (정격) @13.8 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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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 돔 레이더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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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 레이더 지시부

3G/4G SSPA FMCW 레이더

HALO24 SSPA 펄스압축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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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24와 3G/4G 레이더 크기 비교



DEPENDABLE SUPPORT
THE WHOLE WAY.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만을 공급한다는 금호마린의 신념이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이어져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이미지어탐등의 최첨단 항해/통신 전자장비를 비롯하여 

각종 환경측정장비 및 과학/연구장비 등을 선박 및 조선소, 정부 기관, 산학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다방면의 관련 산업 현장에 검증된 제품만을 공급하는 해양장비 

전문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현 가능한 주요 기능 및 특징 소개

2. GPS 플로터 에코사운드 (이미지소나)

내장형 4주파 어탐 테크놀리지 - 이미지어탐

더욱 강화된 이미지소나 HD 기능을 통해 좌/우 및 다운스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라드 GPS 플로터 어탐은 
현재 최고의 기술들을 집약하여 지금까지 가져 왔던 GPS 
플로터 어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옵션을 선택 
하면 항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본체에서 
구현 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1. 어탐 및 이미지소나

다운스캔 오버레이 (DownScan Overlay™)

브로드밴드 어탐과 이미지소나의 다운스캔 기능을 겹쳐서 동시에 

보여주므로 보트 밑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는 첨단 기능입니다.

내장형 4주파 어탐 테크놀리지 - 브로드밴드 어탐

이미지소나(StructorScan HD)와 함께 고성능 브로드밴드 어탐 

(Broadband Sounder™)을 통해 물밑 지형과 어군을 상세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트랙백-뷰 및 새로워진 미리보기 창

실시간 어탐기록을 방해하지 않고 어탐기록을 되돌려보고 목적지를 

마크할 수 있는 트랙백 기능은 미리 보기창 기능을 통해 탐색 지역을 

빠르고 쉽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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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옵션 장치 연결 기능

1) VHF 및 AIS 연결

2. GPS 플로터

지도 오버레이 기능 강화

이미지소나 화면의 빠르고 쉬운 판독과 보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스트럭쳐맵 오버레이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모든 해상용 AIS, DSC/VHF와 호환 가능 

GPS와 VHF를 연동하여 더 큰 화면으로 동료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

2) 브로드밴드 레이더/펄스압축 레이더의 모니터

최고의 분해력을 갖춘 브로드밴드 레이더와 분해력과 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펄스압축레이더와 연결하여 최고의 항해 시스템 

구축 가능

3) 엔진 / NMEA 2000 네트워크

멀티 스테이션 센서 장착과 선박 시스템 및 엔진기능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웍 팩키지 가능

4) 더 큰 외부 모니터에 확장

필요에 따라 본체 후면의  HDMI  단자에 외부 대형 모니터를 

연결하여 항해정보를 편리하게 원격감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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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10Hz GPS / GLONASS 수신기 기본 내장

1200 nits 의 고휘도 모니터 채용

고성능 처프어탐부와 스트럭쳐스캔 이미지소나 모듈 내장

모든 조건에서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멀티 터치스크린 및 키패드, 회전 다이얼 채택

트립인텔(TripIntel™)기술로 아주 쉬운 항로계획

완벽한 오토파이럿 통합 능력 보유

2. GPS 플로터 에코사운드 (이미지소나)

NSS evo 시리즈는 대형 작업선이나 패트롤 보트, 슈퍼 요트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고급형 장비입니다.  

NSO evo 시리즈 (블랙박스형)  

12인치 NSS-12 evo

표준 24인치 마린 모니터(옵션) NSO Evo 해양용 블랙박스

16인치 NSS-16 evo

Simrad Glass Bridge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핵심인 NSO evo 해양프로세서는 연근해 어선과 작업선 및 기타선 등 다양한 SOLAS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선박에 이상적인 시스템 입니다. 단일 NSO evo 프로세서는 터치스크린 또는 키패드 작동방식의 독립된 듀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탐, 레이더, 오토파일럿, AIS 등을 포함한 다양한 Simrad 장비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차트, 탐색 및 통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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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NSO evo 프로세서는 2 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터치 또는 비 터치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구동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터치 입력, Simrad OP50 키패드 컨트롤러 및 모든 표준 USB 마우스, 트랙볼 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조작

모든 선박 및 작업에 맞게 사용자 정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패널 Bridge Control을 통해 여러 디스플레이 및 스테이션을 쉽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모니터 모두에서 신속하고 반응적인 작동을 위한 고성능 쿼드 코어 프로세서 탑재

Simrad 브로드밴드레이더, Halo™ 펄스 압축 레이더, 에코믹서, StructureScan 3D, 오토파일럿, AIS 등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NMEA0183, NMEA2000 및 이더넷을 통해 다양한 타사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도 옵션에는 Insight, C-MAP MAX-N 및 Navionics가 포함됩니다.

GoFree™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트 다운로드 및 스마트 폰 / 태블릿 통합 (WiFi-1 모듈 필요)을 연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를 위한 작고 가벼운 디자인

GPS 플로터 어탐 사양

구분

크기 및 타입

해상도 /  밝기

전원

소모전류

네트웍

작동온도

방수

메모리  슬롯

본체 크기/중량

비디오출력

옵션 연결 장비

NSS12 evo NSS16 evo

12.1”WVGA 칼라 터치 LED 백라이트

1280 x 800 (16:9) / 1200 nits

26W (2.0A@13V DC)

Micro SD X 2개

345 x 105 x 215 mm / 3.26kg

16.0”WVGA 칼라 터치 LED 백라이트

1366 x 768 (16:9) / 1000 nits

32.5W (2.5A@13V DC)

Micro SD X 2개

429 x 105 x 246 mm / 5.25kg

9~32V DC

NMEA0183, NMEA2000, 이더넷

-15 ℃ ~ +55 ℃

IPx7

HDMI, 720P 모니터 지원

레이더, AIS, VHF, 오토파일럿,  엔진 운영시스템, 풍향풍속계 등

지시부

안테나

채널수 

지도

목적지

10Hz 고속 고감도 안테나 내장  GPS+EGNOS+MSAS 

16 채널 (내장)

대한민국 해역 정밀 전자지도 제공

10000 개 (루트 포함)

GPS 플로터부

어탐 주파수

어탐출력

기능

83/200/455/800 (4주파) 또는 50/200, 83/200 (2주파) kHz 선택, 이미지소나 (옵션)

최대 250W/32W RMS 실제; 30,000/750 RMS analog W 와 동일

수온, 경보,  선속 (옵션)등

어탐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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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입 A 소켓

-15°C to +55°C

IPx2

281(폭) x 232(깊이)x65.5(높이)

총 3포트  - 1 과 2 는 PoE (RJ45 소켓)

본체 후면에 1포트 (Micro-C male, LEN=1)

본체 후면에 2포트 (BNC female, NTSC 또는 PAL 포맷)

2 소켓. 지원 800x600 (SVGA 4:3), 1024x768 (XGA 4:3), 1280x720 (HD 16:9), 
1366x768 (WXGA), 1920x1080 (Full HD 16:9), 1920x1200 (WUXGA 16:10), 

1280x800 (16x10), 1280x1024 (SXGA 5:4)

Mass storage (A타입 소켓)

32GB (풀 사이즈 SD 카드 소켓)

4800,  9600, 19200, 38400

1200, 2400, 4800,  9600, 19200, 38400, 57600, 115200

내장 저레벨 백그라운드 세계해도 + 한국연안 상세 한글해도 (금호제작) 기본제공
Navionics 및 C-map 호환

45W (최대)

9 - 31.2 vDC (최소~최대)

1A

iMX61 QUAD CORE (X2)

DDR3 1GB

4~8GB Flash

일반

2. GPS 플로터 에코사운드 (이미지소나)

NSO Evo 사양

NSO Evo 구성 예

기술/환경

네트워킹 콘넥터

전기

언어

인터패이스 콘넥터 (USB)

동작온도

방수기준

크기 (mm)

이더넷

NMEA2000

비디오 입력

USB

SD

NMEA0183 Baud rate

RS422  Baud rate

해도지원

전력 소모

전원

알람 출력 전류

프로세서

RAM

저장

Nso Evo 

OP50 키보드 (옵션)

GPS 안테나
GS25 (옵션)

24인치 마린모니터(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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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도

NSS12 Evo 

Nso Evo 

좌측 그림은 NSO Evo의 구성 예이며, 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한 옵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호마린테크(주) 기술 
영업부로 문의 바랍니다.

볼 마우스(옵션) B45 어탐 센서(옵션)

Sonar Hurb 어탐 모듈(옵션)

이미지소나 관통형 싱글 (옵션)

4G 레이더 스캐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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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DIS

Simrad ECDIS900 MK15 19”/ 24”4S

특징

40

SIMRAD IMO 승인 ECDIS
SIMRAD ECDIS900 MK5A / MK15

3.1

Simrad MARIS ECDIS900 MK15는 IMO 승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상선 
화물선 및 유조선과 같은 ECDIS 운송 규정에 따라 SOLAS 선박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합된 19/24 인치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및 표준 Windows PC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ECDIS900은 포괄적인 경로 계획 및 최적화 도구, 통합 된 
차트 관리 및 주문, 범용 레이더 오버레이 및 옵션으로 사용자 지정할 수있는 
코너링 디스 플레이를 통해 정밀한 탐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PC가 통합 된 19 / 24 인치 평면 디스플레이

키보드 및 트랙볼 컨트롤이있는 표준 Windows 인터페이스

SAR 계획을 포함한 특수 목적 모듈을 갖춘 고급 경로 계획 및 최적화 도구

위치 예측 및 도킹 지원을 포함한 정확한 탐색 도구

범용 레이더 오버레이

온라인 주문 및 업데이트를 통한 통합 차트 관리

ENC(PRIMAR,  IC-ENC,  UKHO  AVCS),  UKHO  ARCS,  C-Map 

Professional+ 차트, AIO(Admiralty Information Overlay) 지원

S-52 및 INT1 차트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선택

종이없는 탐색을위한 이중 또는 삼중 스테이션 PLECDIS 옵션

BNWAS, Navtex, AIS, 자동 조종 장치 및 중앙 경보 시스템과 통합

사용자 정의 가능한 페이지가있는 선택적 코닝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특징

키보드 및 트랙볼 컨트롤이있는 표준 Windows7 인터페이스

SAR 계획을 포함한 특수 목적 모듈을 갖춘 고급 경로 계획 및 최적화 도구

위치 예측 및 도킹 지원을 포함한 정확한 탐색 도구

범용 레이더 오버레이

온라인 주문 및 업데이트를 통한 통합 차트 관리

ENC(PRIMAR,  IC-ENC,  UKHO  AVCS),  UKHO  ARCS,  C-Map 

Professional+ 차트, AIO(Admiralty Information Overlay) 지원

S-52 및 INT1 차트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선택

종이없는 탐색을 위한 이중 또는 삼중 스테이션 PLECDIS 옵션

BNWAS, Navtex, AIS, 자동 조종 장치 및 중앙 경보 시스템과 통합

사용자 정의 가능한 페이지가있는 선택적 코닝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Simrad ECDIS900 MK5A W / M5027
Simrad  ECDIS900 MK5A는  IMO 유형의 승인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상선  화물선  및  유조선과  같은  ECDIS  운송  규정에  따라  SOLAS  선박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Windows PC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ECDIS900은 포괄적 인 
경로 계획 및 최적화 도구, 통합 차트 관리 및 주문, 범용 레이더 오버레이 및  
선택적인 사용자 정의 가능한 코닝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밀한 탐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몇 개의 화면색상을 변경할 수 있음.

사진은 야간 항해 모드 설정화면

신뢰할 수있는 최신의 조류 테이블

사양

화면

 

해상도 / 밝기

데이터 I/O

인터패이스콘넥터USB

기타 인터패이스 

작동 온도

크기

중량

방수 규격

전력 소모

공급 전원

27인치 16:9 와이드 Active Matrix

LED LCD

1920 x 1080 (FHD),

300cd / m²

NMEA0183 & RS422: 4 ports

 

4 x USB 2.0, 4 x USB 3.0

4 x Ethernet

 -15°C ~ +55°C 

 (PC, 모니터 공통)

 

 PC: 3.7 kg  모니터: 13.3 kg 

구분 MK5A/M5027 MK15 19” 4S MK15 24”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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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100~240V AC – 50/60 Hz

       + 24 V DC

모니터 : 100~240V AC-50/60 Hz

               + 24VDC

PC: 220 x 89 x 300 mm

모니터:  765 x 190 x 615mm

19인치 5:4 Active Matrix

LED LCD / 350cd/m²

24인치 16:9 와이드 Active Matrix

LED LCD

350cd / m²

NMEA0183 & RS422: 4 ports

4 x USB 2.0

2x Ethernet

429mm x 382mm x 81mm

IP66 (전면), IP22 (후면) - EN60529

50 W (통상), 125 W (최대)

115~230 V AC – 50/60 Hz + 24 V DC

593mm x 76.4mm x 384mm

8.6 kg 14.5 kg 

-15°C ~ +55°C 

1920 x 1080 (FHD), 

300cd / m²

 모니터: IP66 (전면), IP22 (후면)

              - EN60529

 PC: 39 W (통상), 50W (최대)

 모니터 : 44W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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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MK15 19” 4S

Dimensions - MK15 24”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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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M5027 모니터

Dimensions – MK5A 프로세서

FRONT VIEW SIDE VIEW

TOP VIEW BOTTOM VIEW



4.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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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IMO 승인 GPS4.1

정션박스 MX610JB 정션박스 612JB GPS Ant. GS70P3007 (7인치 칼라 터치 LCD) P2005 (5인치 칼라 터치 LCD)

Simrad P2005 및 P3007 GPS 시스템 시리즈는 손쉬운 터치 제어, 위치 데이터 정확도 및 안정성을 갖춘 5 인치 및 7인치 우수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치, 코스, 속도, 시간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다른 브리지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ECDIS 및 

오토파일럿 등 광범위한 I/O 신호를 지원하고 뛰어난 데이터 가시성과 높은 선명도 및 가시 거리를 지원하여 유연한 설치를 제공합니다. P2005 

및 P3007 GPS 시스템 시리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GPS 네비게이터와 GPS 나침반 모두 기존의 MX612, MX610 및 GN70 제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두 시스템 모두 직접 안테나 연결로 작동합니다. 이 새로운 GPS 시스템은 MX Junction Box 610 또는 612로 확장 가능합니다.

P2005 GPS 시스템은 작업선, 비 상업용 선박 및 기타 비 SOLAS 선박에 적합합니다. P2005는 광범위한 Simrad GPS 안테나 또는 GPS 

나침반과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옵션 정션 박스가 있는 직렬 포트 확장도 지원됩니다.

경로 및 경유지

항해 기록

위치 화면

헤딩 화면

AIS 플로터 

구성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화면

GPS + GLONASS

외부 전위계 디밍 (옵션)

아날로그 입력 센서 데이터, 직렬 포트, NMEA2000, 이더넷, 펄스 스피드 로그 입력의 센서 데이터

직관적인 터치 디스플레이

기능

P2005

P3007 GPS 시스템은 SOLAS 선박에 대해 IMO 승인을 받았으며, 고정밀 안테나와 조합을 맞출 경우 P3007 시스템을 DGPS, THD (Trans-

missioning Heading Device)로 사용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정션 박스 (옵션)를 사용하면 최대 12 개의 NMEA0183 직렬 포트로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P3007

NEW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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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P2005

화면 형태

해상도 / 밝기

위치 정확도 

GPS 수신 채널 

업데이트 율 

크기 / 중량

작동 온도

방수

승인

전력 소모

공급 전원

NMEA 2000 LEN (50mA)

인터패이스 

Data card reader

P3007구분

5인치 TFT LCD , 풀 터치 스크린

-

152 x 120 x 58mm / 0.54 kg

IPx7 (매립 설치시)

-

통상 6.6W  (12V DC에서)

800 x 480 pixels (H x W) / 1200 nits

32

10 Hz 까지

-15 °C ~ + 55 °C

12/24 V DC (9.0 - 31.2 V DC)

1

NMEA 2000, NMEA 0183, Lightweight Ethernet (LWE)

1 x slot (microSD)

7인치 TFT LCD , 풀 터치 스크린

＜ 3m

197 x 141 x 83 mm / 1.32 kg

IPx2 

CE, USCG, CCS, Wheelmark

통상 6.5W  (12V DC에서)

옵션 정션 박스 사양

MX610

기술

전원

소비 전력

NMEA 2000 LEN(50mA)

CAN 버스 공급을 위한 출력

작동 온도

방수

무게

크기 (폭 x 높이 x 깊이)

재료

색깔

NMEA 2000

NMEA 0183 Ver.4.0

전송 속도

MX612구분

MX610JB는 최대 4개의 IEC 61162-1

(NMEA 0813) 입력 및 출력 채널과 SimNet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신호 인터페이스 모듈

1

0.9kg

211 x 180 x 60 (mm)

플라스틱 + 알루마이트 처리 된 알루미늄

4 개 - 양방향 RS-422 직렬 포트 (± 5V)

12/24 VDC, +30-10 %.

0.3~5 A (CAN 버스 로딩에 따라 다름)

15VDC, ±5 %, 최대 4A

-15 ° C ~ + 55 ° C 

IPx2

검정색

1x CAN 버스

 4800 (기본값)

MX612JB는 최대 12개의 IEC 61162-1

(NMEA 0813) 입력 및 출력 채널과 SimNet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신호 인터페이스 모듈

3

4.4 kg

340 x 250 x 100 (mm)

알루미늄

12개 - 양방향 RS-422 직렬 포트 (±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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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도

정션박스 MX610JB

P2005 P3007

정션박스 612JB

GLONASS (GNSS)를 사용한 GPS 센서로서 IMO 준수 인증

GPS 및 GLONASS 위성 획득을 위한 270 개의 채널

서브 3 미터 위치 정확도

MX CDU에서 SBAS 수정 선택 제공

MX610 / MX612 정션 박스와의 간편한 NMEA 0183 인터페이스

MX521A 및 MX421B-10 D/GPS 스마트 안테나와 호환

MX521B는 MX420/MX510/MX512 CDU와 함께 GPS 모드에서 작동

MX521B는 정션박스가 있는 GN70/MX610/MX612 CDU 또는 P3007 

에 직접 연결하여 GPS + GLONASS 모드에서 작동

SIMRAD CDU를 통한 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인증

옵션  MX521B GPS 스마트 안테나

MX521B

NMEA 2000 인터페이스로 쉽게 설치                                                      

SBAS (WAAS, EGNOS, MSAS) 위성에서 DGPS 수정 수신                  

MX610 정션 박스를 사용하여 NMEA 2000 버스에서 RTCM 수정 수신

32 채널 GNSS 수신기로 설계

1, 5 또는 10Hz에서의 위치 업데이트 속도

5m의 GPS 정확도 (2DRMS)와 2m의 DGPS 정확도 (SBAS).  

옵션  GS70 GPS 안테나 

GPS Ant. G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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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결선도

GLONASS (D/GNSS)를 사용한 GPS 및 DGPS 센서로서 IMO 준수 인증

GPS 및 GLONASS 위성 획득을 위한 270개의 채널

DGNSS 모드에서 서브 미터 위치 정확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IALA 호환 비콘 기지국의 DGPS가 기본 설정으로 사용

MX CDU에서 SBAS 수정 선택 제공

MX610/MX612 정션 박스와의 간편한 NMEA 0183 인터페이스

MX521A 및 MX421B-10 D/GPS 스마트 안테나와 호환

MX521B는 MX420/MX510/MX512 CDU와 함께 D/GPS 모드에서 작동

MX521B는 정션 박스가있는 GN70/MX610/MX612 CDU와 함께 D/GPS+GLONASS 

모드에서 작동하며 P3007에 직접 연결

SIMRAD CDU를 통한 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인증

옵션  MX521B DGPS 안테나 

MX521B D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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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PS

일반 범용 GPS4.2

KMR-6

KMR-6

NMEA 멀티플렉서 장착 5.6 인치 다기능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주요 NMEA0183 센텐스 수용

5개의 입력 포트와 2 개의 출력 포트 제공

6개의 디지털 및 그래픽 모드에서 입력 NMEA0183 센텐스 표시 

5개의 입력 NMEA0183 문장을 2개의 출력으로 믹스 결합

날씨 경보 모드는 날씨 온도와 기압의 변화를 모니터링

4개의 입력 포트가 광 절연  

사양

입력 : 5 X NMEA0183

출력 : 2 X NMEA0183

전원

전력 소비

보호

주위 온도

습기

방수

센텐스 지원 : AAM, APB, BOD, BWC, DBT, DPT, GGA, GLL, GSA, GSV, HDG, MTW, MWV, RMB,    

                        RMC, VHW, VTG, WPL, XTE, ZDA, HDM, HDT, MWD, VPW, VWR, VWT, XDR, ZDL.

입력 포트 1 - Baud Rate : 38400 / 광 절연 

입력 포트 2 - Baud Rate : 4800 / 광 절연 * 입력 포트 3 - Baud Rate : 4800 / 광 절연 

입력 포트 4 - Baud Rate : 4800 / 광 절연 

AIS 입력 포트 5 - Baud Rate : 38400 / RS232 

센텐스 지원 : AAM, APB, BOD, BWC, DBT, DPT, GGA, GLL, GSA, GSV, HDG, MTW, MWV, RMB, RMC, 

                        VHW, VTG, WPL, XTE, ZDA, HDM , HDT, MWD, VPW, VWR, VWT, XDR, ZDL, VDO, VDM

출력 포트 1 : 센텐스 출력 - 입력 포트 1에서 포트 4까지의 모든 입력 믹스 

                        Baud Rate - 4800                전기 - RS232

출력 포트 2 : 센텐스 출력 - 입력 포트 1에서 포트 5까지의 모든 입력 믹스

                        Baud Rate - 38400                전기 : RS232

10.5 – 35VDC

12VDC에서 0.3A

과전류, 과전압, 과도 전력 및 우발적인 역 극성 보호

-15 ° C ~ + 55 ° C

40 °C에서 93 % ± 3 %

IPX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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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화면

외형도



AP70 Mk2는 다양한 상업용 선박에 탑승하는 전문 선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용 오토파일럿 컨트롤러입니다.

기존 IMO/SOLAS  오토파일럿 컨트롤러인 AP70과 AP80을 대체한 AP70 

Mk2는  이전  버전의  디자인을  그대로  채텍하면서도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현대화된 AP70 MK2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응답성,  견고성  및  사용  편의성을  위해  설계된  AP70Mk2는  정밀  회전식 

컨트롤 다이얼과 전용 버튼을 결합하여 조타 모드, 다수 사용자 설정 구성이 

가능한 작업 모드 및 다중 러더/추진 장치 통합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오토파일럿

표시화면

적용분야

기능

근해선 패트롤 / SAR / 군용 슈퍼요트

작업선 / OSV 여객선 / HSC 어선

추종모드 러더 설정 
코스와 기타 항해 
데이터 삭제

AP80 항해모드 AP80 항해모드
시작화면

선택된 선회 패턴
(S-턴, C-턴, U-턴 
포함) 명령

조타 요소들이 잘 
보이며, 쉽게 조정

비 추종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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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IMO 승인 오토파일럿5.1

AP70 Mk2 오토파일럿 컨트롤러

SOLAS 선박 (IMO, MED-B) 선상에서 사용하도록 휠 마크 승인

모든 선박에 적합한 고급 구성 및 튜닝 옵션

모든 일반적인 러더/드라이브 유형과 호환

최대 6개의 러더/스러스터 통합

강력한 방향타 피드백 지원

구성 가능한 작업 모드 및 저속/고속 모드

바람과 조수에 대하여 코스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노 드리프트(No Drift) 조타 

네비게이션 스티어링, 경로 추적

명령 전송 및 다중 제어 스테이션 지원



사양

외형도

AP70 MK2

네트웍

전원 전압

전력 소비 (최대)

크기 / 무게

화면

화면 해상도 

EMC 보호 

형식 승인

승인 준수

콤파스 센서 지원 

선회율

헤딩 표시 오류

헤딩 안정성

러더/스러스터 드라이브

시리얼 데이터 입출력 포트

헤딩 센서 

코스 선택

경보

조타 모드 

엔진 드라이브 시스템 통합

적용 선박

러더 센서 지원

특수 선회 모드

작동 환경

방수 

1 x CAN 버스 (NMEA 2000) / 1 x USB /  1 x Ethernet 

12/24 V DC +30-10 %

12V DC에서 0.7A, 24V DC에서 0.4A

253 x 144 x 54mm / 1.4 kg

5인치 16-bit color TFT, CCFL 백라이트

480 x 480

IEC 60945 : 2002-08

오토파일럿 컴퓨터에 따라 HCS, HSC, Wheelmark, US Coastguard, CCS 및 RMRS 승인

MED-B-7837-DNV, MED-B-7918-DNV, MED-D 내비게이션 장비

NMEA2000, NMEA0183

사전 설정 값의 ±10 % 또는 3°/분 이내. 참조 ISO 11674 : 4.3.7

<0.5°. 참조 ISO 11674 : 4.3.5

±1 °이내 참조 ISO 11674 : 4.3.13

리버스 펌프, 솔레노이드 온/오프, 비례 밸브, 아날로그

AC70 : 1, AC80, AC85, SI80 : 4

자이로 컴퍼스, 플럭스 게이트 / 레이트 나침반, 자기 나침반, GPS 나침반 (NMEA)

로터리 코스 노브 및 버튼

가청 및 시각적 외부 옵션 (AC70)

대기, 비 추종, 추종, 자동, 노-드리프트, Nav(항해)

리버스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켜기 / 끄기, 비례 밸브, 아날로그, CAN (SG05Pro)

9m 이상의 동력선

RF300, RF45X, RF25N, RF70, RF14XU

U 턴 및 S 턴

-30C ~ + 55C 

IPx6 (매립 설치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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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토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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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70 MK2 IMO Wheelmark 승인 구성도



AP70 MK2 Wheelmark 비승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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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4는 다양한 상업용 선박에 탑승하는 전문 선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용 오토파일럿 컨트롤러입니다. 입증된 Simrad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며 광각 및 

제로 포그 컬러 디스플레이에 제공됩니다.

5. 오토파일럿

주요 특징

사양

A2004

화면 

화면 해상도 / 밝기

전원 전압

전력 소비

크기 / 무게

방수

승인 

오토파일럿 컴퓨터 조합

스러스터 인터패이스

경고

조향 모드 

특수 선회 모드

데이터 I/o

경보음 레벨

엔진 드라이브 시스템 통합

적용 선박

작동 환경

4.1인치 TFT LED 백라이트 LCD

320 x 240, 4 : 3 / 600 nit

12V DC (10.8-15.6V DC)

3W (최대)

177 x 115 x 56mm / 0.51 kg

IPx7

CE 60945 준수

AC70, SG05 Pro

SD80, AD80

가청 및 시각적 외부 옵션 (AC70)

헤딩, 노 드리프트, 목적지 조타 (NAV), 파워 스티어 (NFU, FU)

U 턴 및 S 턴

1 X NMEA2000 Micro-C 포트 5 LEN 

75 dB

볼보 EVC (IPS)

9m 이상의 동력선

-25°C to +65ºC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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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토파일럿5.2

외형도

SIMRAD A2004 오토파일럿 컨트롤러

상업용 해양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고 입증된 Simrad 인터페이스

정밀한 조타를 위한 크고 견고한 로터리 컨트롤 다이얼

연속 조타 기술

170°시야각을 가진 광학적으로 결합된 4.1 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스러스터 통합 및 러더 피드백 지원

구성 가능한 작업 모드 및 저속/고속 모드

효율적인 연비와 핸즈프리 기동을 위한 자동 회전 패턴

바람과 조류에 대하여 코스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노-드리프트(No Drift) 조타  

매립 또는 브래킷 장착 옵션

인증된 NMEA 2000 연결



Simrad AP70과 AP80의 새로운 자동 조타장치 컴퓨터의 주 기능은 SimNet 에서 다양한 제어 장치 및 원격 장치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고, 

선택된 모드를 제어 장치로 전송하고, 현재 모드에 따라 선박을 조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대게는 표준 설치에 적합한 전형적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가지며, AC85 의 경우는 설치 요구에 따라 최대 4 개의 PCB를 추가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NMEA2000 x1
NMEA0183 X 1

1.0 kg

IPx2

211 x 180 x 60

NMEA2000 x 2, NMEA0183  X 4 / CAN-bus Supply 내장

4.1 kg

IPx2

12~24V DC  +10% -30%

0°C ~ +55°C

-32°C~ +70°C

데이터 I/O

무게

전원

방수

크기 (mm)

온도
작동

보관

구분

AC 70 AC 80S AC 85AC 80A

AC 70 AC 80S AC 85AC 80A

가역성 모터 또는 비 절연 솔레노이드 
및 주파수 방향타 각도 피드백을 사용 
하여 방향타용 컴퓨터를 구동

아나로그용 컴퓨터 구동 또는 러더의 
비례제어 또는 아나로그 전압을 사용 
하는 스러스트 또는 저레벨 전류, 전압 
을  가진  주파수  또는  피드백  각도, 
디지털 드라이버 동작 및 외부 모드

컴퓨터 드라이버를 On/Off  하거나, 
러더의 비례제어,  직류 전기의 절연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는 스러스트, 또 
는 고압 전류의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 
또는  현재의  피드백,  각도,  디지털 
드라이브 동작 및 외부 모드 입력

CAN-버스  전원  및  4  채널  IEC 
61162-1 (NMEA 0183) RX / TX 
(장착되지 않음)로 컴퓨터 캐비닛을 
구동.  최대  3  개의 드라이브 보드를 
추가로 장착 할 수 있도록 준비

340 x 256 x 100 10 x 440 x 105

구성도 - 시스템 배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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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컴퓨터



SD80

러더의 비례 제어, 직류 전원 절연 솔레 노이드를 사용하는 스러스터 

또는 주파수 발진 가능성이 있는 높은 레벨의 전류, 각도 피드백의 

전류 또는 전압, 디지털 드라이브 핸드 셰이크와 외부 입력 모드, 

On/Off 를 위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RF14XU

러더 피드백 유닛은 러더 각도에 비례하여 
신호를 전송하며, 러더 연결대에 근접 설치 
되고, 1:1 비율의 변속기 링크에 의해 러더 
에 기계식으로 연결

전송 연결 장치와 긴 수명

타각지시기에 별도의 출력

리미트 스위치 2 세트

24V DC

자동 조타기 컴퓨터에 직접 연결

하기위한 다양한 주파수 출력

10m 케이블

부드럽고  정확한  타각으로  자동  조타에 
도움을 주며, 선내기 엔진이 장착된 중소형 
선박의 자동 조타기로 사용

중형선용  러더  피드백  유닛  으로  고장시 
수리가 가능

RF300 RF45X

AD80

주파수 발진 가능성이 있는 낮은 레벨의 전류 또는 아나로그 전압을 

사용하는 스러스트, 각도 피드백의 전압 또는 전류, 디지털 드라이브 

핸드 셰이크와 외부 입력 모드, 러더의 아나로그 또는 비례 제어를 

위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15°C to +55°C 

0.5 kg 

12-24V DC

2

작동온도 

무게

공급전원

NMEA 2000 

구분 SD80 AD80

-15°C to +55°C 

IP56

2.8 kg 

-

0.5 kg 

3400kHz

IP56

1 kg 

-25°C to +55°C 작동온도 

방수

무게

음향주파수

구분 RF-14XU RF300 RF45X

5. 오토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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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패이스 유니트

러더 피드백 유니트



추종  컨트롤러의  노브를  좌현  또는  우현 
으로 돌리면 명령된 각도로 방향타가 움직 
이는 추종 리모컨입니다.

FU80 (기동 제어기)

조타 레버가 최대 좌현/우현 위치에 유지 
되는한 수동 조타시 방향타가 움직이는 비 
추종 리모콘 입니다. 자동조타 시, 코스 변경 
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레버는 중간 위치로 
돌아갑니다.

NF80 (구동 제어기)

조이스틱이  좌현  또는  우현으로  유지될  때 
NF80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조이스틱 
을 앞으로 움직 여 놓으면 자동 조타장치가 
자동 모드로 들어 갑니다. 자동 조타가 작동 
중일 때 조이스틱을 뒤로 움직이면 자동 조타 
장치가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기  상태 
에서 조이스틱을 뒤로 움직이면 방향타가 중간 
위치  로  이동하며,  조이스틱은  중앙  위치로 
복귀합니다.

QS80 (퀵 스틱 컨트롤러)

2인치 모노크롬 LCD

128 x 64 pixels (H x W)

NF80, FU80 : 0.5kg / QS80 : 0.4kg

-25 ° C ~ + 55 ° C

IPx6

 Wheelmark

최대 110mA (12V DC에서)

CAN bus  또는 Simnet을 경유하여 

Micro-C 콘넥터가 연결된  6m 드롭 케이블

Micro-c 케이블에서 Simnet 경유 (옵션)

화면 형태

해상도

크기 / 중량

작동 온도

방수

승인

전력 소모

공급 전원

CAN/NMEA 2000

Simnet 

본체부

기술/환경

전원

네트워크

AP70과 AP80은 3 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리모컨과 통합됩니다.

: 추종 컨트롤러, 비추종 컨트롤러(드라이브 컨트롤러) 및 퀵스틱 컨트롤러(Quick Stick™Controller).

35mm x 25mm (약 1 인치) 디스플레이

IMO 형식 승인 

데스크탑 또는 패널 (플러시) 설치 옵션 

Simrad의 AP24, AP28, NSS, NSE, NSO와 연동

외형도공통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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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컨트롤러



HS80A GPS 컴파스는 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을 포함한 최신  IMO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되었습니다. 

MX575D DGPS / GLONASS 콤파스와 마찬가지로 MX CDUs 및 MX535A "Class A"AIS 트랜스 폰더 시스템에 진정한 신뢰성있는 헤딩, 

ROT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BAS에서  제공하는  RTCM  보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0.5º  및  서브  미터  GPS  위치 

정확도보다 우수한 헤딩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MX575D는 IMO승인 D/GPS 콤파스로, 신뢰 할 수있는 헤딩 및 위치 정보가 있는 Simrad Pro의 오토파일럿에 사용합니다.

MX575D는 최대 10Hz의 업데이트 속도에서 0.5°보다 우수한 헤딩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부 비콘 복조기에서 공급되는 RTCM 보정 

데이터를 사용할 때 최대 5Hz 속도로 서브미터 DGPS 위치 결정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6. 선수(헤딩) 표시 장비

HS80A GPS / GLONASS 콤파스

MX575D DGPS / DGLONASS 콤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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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IMO 승인 선수(헤딩) 표시 장비6.1

GPS 콤파스6.1.1

HS80A GPS / GLONASS 콤파스

MX575D DGPS / GLONASS 콤파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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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0A MX575D

GPS 수신 형태

채널

SBAS  탐색

업데이트율

수평정확도 

헤딩 정확도

롤/피치정확도

선회율

콤파스 안전거리

헤딩 고정

시리얼 포트

Baud 율

보정 I/O 

데이터 I/O

입력전원

전력소모

전원 절연

역전압 방지

크기

무게

동작온도

저정온도

습도

진동

EMC

승인

L1 GPS and GLONASS C/A code

270 채널

2.13 kg 2.44 kg

IMO Compliant GPS Compass IMO Compliant DGPS Compass

2채널

25 Hz (헤딩) 

1.0m 미만(95% ) (DGPS) / 4.0m 미만 (95%) (자율, SA2없을때)

0.5° (RMS)  미만

1 ° (RMS) 미만

최대 90°/s 

75 cm 

  10초 미만(통상)

RS232 x1/ RS422 x 2

 4800, 9600, 19200, 38400  

RTCM SC-104

NMEA 0183, NMEA 2000 

NMEA0183 : 8~36V DC

통상 3 W

함체 절연

있음

209Lx668Wx122H (mm)

-30°C to +70°C

-40°C to +85°C

95% 비 웅축

IEC 60945

 FCC Part 15, Subpart B; CISPR22; IEC 60945 (CE)

 2채널(비콘), 270 채널(GPS/GNSS)

모델명

Beacon 285-325 KHz,
L1 GPS and GLONASS C/A code



GC80/GC85

Simrad 자이로 컴퍼스는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이며 대부분의 타 자이로 컴퍼스처럼 격년마다 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유지보수가 불필요 합니다. 다양한 제어 장치가 완벽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넓은 범위의  제어장치는 신규 설비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기존의 설비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표준 범위는 모든 선박어플리케이션에 신호를 

제공하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로부터 전원 및 헤딩신호의 분배는 실용적으로 설치와 개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GC85 및 

GC80 자이로콤파스의 고유한 기술은 연간 서비스의 필요 ‘거의’ 없애줍니다.  

GC85 및 GC80은 표준 선박용(GC80) 및 고속 선박용(GC85)의 듀얼 자이로컴파스 시스템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신기술로 정교하고 

완벽하게  밀봉 제작된  엘레멘트는 가장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6. 선수(헤딩) 표시 장비

GC85 GC80

컴팩트 컨트롤 유니트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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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IMO승인 자이로 콤파스 6.1.2



AR81 AR83 

340(w)  X 340(d) x 438(h) mm 

23 kg 

크기

무게

구분 GC85

Wheelmark IMO: MSC97 (73), 

13.2.6 (2000 HSC Code) IEC: 60945, 

61162 ISO: 6328 (2001)

Wheelmark IMO:A424 (XI), 

A694 (17). IEC: 60945, 

61162. ISO: 8728 (1997)

GC80

 75 도/초 미만

± 45 deg

 3시간 이내

± 0.1 ° 미만

±0.1° 미만

±0.4° 미만

추종 속도

피치/롤  각도

설정시간

정적 에러

정점 에러

동적 에러

정확도

속도 허용 범위

헤딩 출력

선회율

전원

0~70 노트 0~50 노트

4x NMEA 0183, 1x stepper (Compact), 10x NMEA 0183, 

4x stepper (Dual/Expanded)

3x analogue (Dual/Expanded only)

24V DC (70W)  - 110/220V AC (이중 확장)

승인

사양

246.3

187

5

1.8

0.5 

24

HDT

지름 (mm)

높이 (mm)

중량 (kg)

케이블 (m)

콤파스 이격(m)

전원(V DC) 

다이얼 해상도

데이터 입

구분 AR81 AR83

1                         외부 1°/내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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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리피터



RGC50은 소형 자이로 컴퍼스로 소형 상선, 어선 및 대형 유람선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향상 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이로 컴퍼스는 자기 나침반의 불편함과 한계를 없애고, 다른 내비게이션 장비에 정확하고 일관된 방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기 

출력을 제공합니다. RGC50의 기능과 정밀도는 선박에 설치된 항법 장비에 뛰어난 헤딩 정보를 제공합니다.

RGC50

228(w) x228(d)x253(h)mm 

11 kg

  -

 36도/초 미만

롤링 각 ±25°/피치 각 ±15°

4시간 이내

± 1.0°  미만

±1.8° 미만

±1.8° 미만

24V DC (통상 2.0A,시작 5.0A)

Synchro 1:1 (integrated) NMEA 0183, stepper (GI51)

-

24V DC (통상 2.0A,시작 5.0A)

크기

무게

승인

추종 속도

피치/롤  각도

속도 허용 범위

헤딩 출력

선회율

전원

모델명 RG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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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수(헤딩) 표시 장비6.2

SIMRAD 자이로 콤파스 RGC506.2.1

6. 선수(헤딩) 표시 장비

특징

사양

외형도 

소형 선박을위한 컴팩트 한 유닛 디자인

일관되고 정확한 제목 정보 제공

승인되지 않은 IMO

설정시간

정적 에러

정점 에러

동적 에러

정

확

도



Simrad HS70은 턴, 힙, 피치 및 롤 출력 (NMEA2000의 피치 및 롤) 속도를 포함하여 기존 헤딩 센서에 일련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HS70은 차동 GPS 포지셔닝을 위해 SBAS (WAAS, EGNOS, MSAS 등)를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효과적인 헤딩 및 위치 기반 스마트 

안테나를 제공합니다. 견고한 로우 프로파일 인클로저는 정확성, 휴대성 및 간단한 설치를 위해 2개의 다중 경로 저항 안테나를 제공합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스마트 안테나는 40cm / 16 "크기로 평평한 표면이나 기둥에 쉽게 장착됩니다.

HS70 GPS 콤파스

컴팩트한 독립형 Simrad HS60 GPS 콤파스는 NMEA 2000 인터페이스를 통해 Simrad 오토파일럿, GPS 내비게이션 및 AIS 시스템에 방향, 

위치, 높이 및 피치 정보를 제공하며 플럭스 게이트 나침반과 GPS 수신기 모두를 1개의 장치로 대체합니다.

HS60 GPS 콤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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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GPS 콤파스 / 전자콤파스6.2.2

HS70 GPS 콤파스

HS60 저가형 GPS 콤파스

Precision-9 전자 콤파스는 9 개의 축에서 동작 및 방향을 측정하는 고체 센서의 내부 배열을 기반으로 정확한 방향 및 회전 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조절할 수있는 마운팅 브래킷과 NMEA 2000 연결로 강철 선체 선박을 위한 업 마스트 마운팅 옵션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9 전자 헤딩 콤파스

특징

헤딩, 회전 속도, 피치 및 롤 측정

정확하고 안정적인 고체 센서 기술

교정 후 ± 2°의 헤딩 정확도

쉽게 조절 가능한 마운팅 브래킷으로 벌크 헤드 또는 업 마스트 설치 가능

강철 선체 선박 및 돛대 장착에 적합한 IPX7 방수

NMEA 2000 연결



사양

GPS 수신 형태

채널

SBAS 탐색

업데이트율

수평정확도 

헤딩 정확도

롤/피치정확도

선회율

콤파스 안전거리

헤딩 고정

시리얼 포트

Baud 율

보정 I/O 

데이터 I/O

입력전원

전력소모

전원 절연

역전압 방지

크기

무게

동작온도

방수

진동

EMC

승인

모델명 HS70 HS60 PRECISION-9

GPS L1 Compass

2 x 12 채널

2채널

10 Hz 

-

-

-

-

조정 후 ± 2°

롤/피치 범위 : ± 45°

-

50 cm 

-

-

-

-

NMEA 2000 

NMEA2000을 통한 12V DC (8-16V DC)

0.4W (N2K로드 1 len)

-

-

36(W) x 119(H) x 119(D)mm

0.165 kg + 0,130kg (브래킷)

-25 ~ + 65°C

IPx7

-

EMC 지침 2014 / 30 / EU에 따른 CE

최대 90°/s 

30 cm 

10초 미만(통상)

4800, 9600, 19200, 38400, 57600, 115200

RTCM SC-104

NMEA0183 : 8~36V DC / NMEA2000 : 12V DC 

함체 절연

있음

-30°C to +70°C

IEC 60945, 노출부

IEC 60945

FCC Part 15, Subpart B; CISPR22; IEC 60945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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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헤딩) 표시 장비

1.0m 미만(95%) (DGPS) 
/ 4.0m 미만 (95%) (자율, SA2없을때)

1.0m 미만(95%) (DGPS) 
/ 4.0m 미만 (95%) (자율, SA2없을때)

0.75°(RMS) 미만

1.5° (RMS) 미만

RS232 x2

NMEA 0183, NMEA 2000

통상 3 W

158(L) x 417(W) x 69(H) mm

1.50 kg

2°(RMS)

2°(RMS)

NMEA 2000 x 1

NMEA 2000 

통상 2 W

259(L) x 129(W) x 45(H) mm

0.42 kg

없음

마그네틱 헤딩 20 Hz, 선회율 20 Hz, 
롤피치/롤 10 Hz



Simrad I3005 및 I3007 기기 시리즈는 손쉬운 터치 제어 기능이 있는 5 인치 또는 7 인치 우수한 컬러 디스플레이, 최대 8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I3005와 I3007은 모두 러더 각도 표시기, 헤딩 리피터, 선회 속도 표시기 (I3007만 해당), 프로펠러  피치 표시기, 프로펠러 회전 

표시기 및 엔진  RPM,  풍향 풍속 표시기,  스러스터 프로펠러 피치 각도 디지털 표시기와 선박 선속 표시기로  IMO 승인을 

받았습니다.

7. SIMRAD IMO 데이터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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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터치 제어 기능을 갖춘 7인치 우수한 컬러 디스플레이로, 최대 8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레이아웃입니다. 

다양한 I / O 신호 유형을 지원하는 유연한 설치를 제공합니다. I3007은 

SOLAS 선박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Simrad I3007

특징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여러 계측기 기능

최대 8 가지 기능 사용

단일 또는 다목적을 위해 구성 가능

여러 기능간에 쉽게 전환

장거리 시청

모든 공통 아날로그 신호 유형 지원

보다 유연한 고급 설치 요구 사항을 위해 NMEA 2000, 직렬, 이더넷간에 데이터를 연결

최대 38000 보드 율의 NMEA 0183 포트 2개

모든 선박 크기에 적합

SOLAS 선박용으로 승인

손쉬운  터치  제어  기능을  갖춘  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로,  최대  8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을 갖추고 있습니다.

Simrad I3005

특징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여러 계측기 기능

최대 8 가지 기능 사용

단일 또는 다목적을 위해 구성 가능

여러 기능간에 쉽게 전환

장거리 시청

모든 공통 아날로그 신호 유형 지원

보다 유연한 고급 설치 요구 사항을 위해 NMEA 2000, 직렬, 이더넷간에 데이터를 연결

최대 38000 보드 율의 NMEA 0183 포트 2개

모든 선박 크기에 적합

NEW

Touch Screen

Touch Screen



7. SIMRAD IMO 데이터 표시 장치

사양

모델명 

화면 형태

화면 해상도 / 밝기

백라이트

크기

무게

이더넷 포트

NMEA 2000 연결

NMEA 0183 센텐스 지원

승인 준수

방수

작동온도

전원

소비 전력 최대

5인치 멀티 터치스크린 TFT LCD

150 x 120 x 58mm

0.54 kg

IPX6

12V DC에서 7.8W, 24V DC에서 8.4W

800 x 480 / 1200 nit

화이트, 옐로우

1 x 100Mbit

1 x NMEA2000 Micro-C 포트, 1 LEN  

          

EC 60945, C-Tick, NMEA 2000 인증

-15℃~+55℃

12 / 24V DC (10.5-31.0V DC)

7인치 멀티 터치스크린 TFT LCD

220 x 155 x 75 mm 

1.32 kg

IPX2

12V DC에서 8.2W / 24V DC에서 9.1W

I3005 I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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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DSC, DSE, VDM, VDO, DTM, GGA, GLL, GNS, GSA, GSV, RMC, VTG, ZDA, RTE, WPL, DBT, DPT, MTW, 

           VLW, VHW, HDG, HDT, THS, ROT, MWD, MWV, ACK, CAN, HBT, HDM, MOB, RPM, RSA, TRD, VBW, XDR. 

출력 : GGA, GLC, GLL, GSA, GSV, RMC, VTG, ZDA, AAM, ABP, BOD, BWC, BWR, RMB, XTE, DBT, DPT, MTW, 

           VLW, VHW, HDG, THS, ROT, MWD, MWV, RPM, RSA, TRD, XDR 

외형도

I3007 I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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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42는  풀  컬러  디스플레이와  현대적인  글라스  브릿지  스타일의  다목적 

스마트 기기입니다. 바람, 선속, 수심, 엔진 데이터, 오토파일럿 등을 한눈에 

보거나 옵션인 OP12 키패드를 추가하여  Simrad 오토파일럿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IS42는 Simrad 다기능 디스플레이 및 글라스 브릿지 

시스템과  훌륭하게  통합되며,  소형  선박의  독립형  장치의  디스플레이  및 

오토파일럿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42 멀티 디스플레이

특징

사양 외형도 

광학적으로 접착된 4.1 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바람, 속도, 수심, 엔진 데이터, 오토파일럿 장치 상태 등 표시

직관적인 조작

쉬운 설치

완벽한 Simrad 자동 조종 장치 제어를위한 OP12 키패드 추가

Simrad AC12, AC42, NAC-2 및 NAC-3 자동 조종 장치 컴퓨터와 호환

로우 프로파일 그라스 브릿지 설계

저전력 소비

고급 AIS, AIS 메시지 수신 및 DSC 대상 호출 (* 호환 가능한 VHF 필요)

인증된 NMEA 2000 연결

IS42

118 x 115 x 28mm / 0.32kg 

1.8 와트 (MAX)

3 렌

검은

4.1 ", 4 : 3 종횡비

투과형 TFT-LCD, 본딩, 백색 LED 백라이트

320 x 240 픽셀

흰색(주간 모드), 빨강, 녹색, 파랑 또는 흰색 (야간 모드)

IPx7

300mm 

-15 ~ + 55℃ 

크기 / 무게 

전력 소비

네트워크 로드

색깔

디스플레이 크기 

디스플레이 유형 

디스플레이 해상도

백라이트 

방수

나침반 안전 거리

작동 온도

모델명 IS42



외형도

SAL R1a는 입증된 음향 상관 관계 기술을 기반으로 수류의 종방향 속도 

측정을 위한 IMO 형식이 승인된 거리 선속계입니다. 

본  스피드  로그는  IMO의  해당  사양을  초과하는  성능으로  관계  기관  및 

선주가 지정한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쇄식 설치시 수밀 칸막이나 배관을 흘수선 위에 설치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설치하므로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8. 거리선속계 (Speed log.)

SAL R1a 이지 탱크

ELC

지시기 센서 고정용 이지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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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 음향 상관관계 (Acoustic correlation) 기술 

측정 거리 : 송수파기 표면에서 130 mm 

주파수 : 3.8 과 4.2 MHz

직렬 선속 출력 : 1개, IEC 61162-1 3rd edition (NMEA 0183, 최대 100 오옴, 10개의 SD-지시기에 연결) 

아나로그 선속 출력 : 1개, 0.1VDC/knot (최대 5 mA)

펄스 선속 출력: 2개의 접점 릴레이, 200 p/NM 으로 개방 가능 (최대 30V/30mA 또는 15V/100mA) 

상태 출력 : 전원 고장 절환 접점 릴레이 1개

SD 지시기 전원 공급 : 최대 3개의 SD 지시기 

요구 전력 : 230/115VAC 50-60 Hz 

전력 소비 : 통상 30 와트 

환경 요구 : IEC 60945, 4th edition 2002-8 

크기 : 360 (+30) x 360 x 170 mm 

중량 : 10.5 kg 

색상 : RAL70

IP Class : IP44

이지탱크

SAL R1a 이지탱크의 주요 기능

폐쇄식 설치 - 수밀용 칸막이나 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 부품이 적고 바닥 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설치가 쉽습니다. 

송수파기 설치는 선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견고한 기계 설계 및 방수 케이블로 인해 안전합니다. 

PN16 (24 기압, 240 m)에 따라 압력 테스트 및 승인 완료.

선속 범위 : ±50 노트의 감지 속도  

선속 정확도 : 1노트 또는 1% 미만

최소 수심 : 송수파기에서 3m    

사양 

입증된 음향 상관 관계 기술에 의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컴팩트한 바닥 부분으로 공간 절약이 됩니다. 

브릿지에서 SD4 모니터를 통해 설정 및 교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보정을 통해 속도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성능 

전자장치  

SD4-3 : 디지털 선속 표시기. 총 항해 거리와 단일 항해 거리 연산

크기 : 144 x 144 x 16 mm 

중량 : 0.6 kg 

주 지기기

송수파기 중량 : 5.5 kg  (10m 케이블 포함)

바닥 프랜지 중량 : 6.2 kg (철) 또는 2.1 kg (알루미늄)

송수파기 포함 총 크기 : Ø 168 mm / 높이 85 mm

이지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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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사양

Simrad  S3009  내비게이션  에코사운더는  광범위한  상업용  선박에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바닥 추적 및 수심 기록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IMO 준수에 대한 최신 성능 

표준을 능가하는 S3009는 간편한 조작을 위한 최신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S3009 싱글 송수파기 시스템은 경제적인 가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콤팩트한 시스템입니다. 또, SIMRAD S5100 트랜시버를 

추가하면 별도의 송수파기를 선수 및 선미 등에 확장하여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9. 항해용 에코사운드

S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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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IMO 항해용 에코사운드9.1

S3009 내비게이션 에코사운드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IMO 형식 승인 에코 사운더

IMO 해상도 A.224 (VII), MSC.74 (69) 부록 4 충족

12 시간의 저장 이력으로 매우 정확한 수심 기록

소형의 단일 화물 운송 선박을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컴팩트한 시스템

확장된 S3009 + S5100 시스템은 선수 및 선미 송수파기로 분할 화면 판독을 지원

9 인치 480x800 픽셀 고휘도 LCD

수심 데이터 기록을 위한 손쉬운 전면 SD 카드 슬롯

산업 표준인 50kHz 및 200kHz 송수파기 사용

표준 IEC 인터페이스로 Simrad 및 기타 내비게이션 장비 보완

9인치 세로형

480 x 800

9 인치 LED-백라이트 칼라 TFT LCD

1200 cd/m2

 1 (1 kW RMS)

기본 브로드 밴드 2주파 송수파기 또는 처프 단주파

- TGM60-50-xxL : 주파수  50 kHz, 빔 각 44°, 최대 수심  1,500 m, 최대 속도 30노트

- TGM50-200-xxL : 주파수  200 kHz, 빔 각 11°, 최대 수심  400 m, 최대 속도 30노트

NMEA0183 x2, NMEA2000 x1, Ethernet x1 통신포트 지원

10.8 - 31.2 V DC /  12 W (최대)

-15 ~ + 55℃ 

IPx7

224.3 x 82.3 x 260.1 mm 

 1.95 kg

1 (SD card)

화면 크기 

화면 해상도

화면 타입

화면밝기

출력 

사용 송수파기

사용 가능한 송수파기 

데이터 통신 포트

공급 전원 (전압) / 전력 소모 

작동 온도

방수 등급

본체 사이즈

본체 무게 

데이터 외부 저장

모델명 S3009



600W – 3kW RMS (트랜스 듀서에 따라 다름)

25 – 250 kHz

튜닝 된 CHIRP 송신기 3 개, 

광대역 튜닝 된 수신기 3 개

1 x 100Mbps

4.7kg 

1.8m (6 피트)

9-32V DC

송신 출력

주파수

송신기 및 수신기 유형

인터패이스

무게

나침반 안전의 차이

공급 전압 – 작동

71

S5100 처프 확장 에코사운더

특징

S5100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3개의 채널이 있어 여러  수심 범위에서 고해상도 CHIRP 

소나 범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5100

S3009 본체

S5100

완전히 독립적인 3개의 소나 채널

모든 수심 범위에서 고해상도, 노이즈없는 선명도 제공

3개의 처프 주파수 범위를 결합하여 다중 수심을 측정

더 넓은 적용 범위를 위해 광각 송수파기와 호환                          

여러 수심 범위 동시 분할 화면보기

최대 깊이 3,000 미터 (송수파기에 따라 다름)

간편한 설치를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9핀 송수파기 커넥터

사양

외형도

10.4 – 31.2 VDC

85W

5A

EMC 지침 2014 / 30 / EU

IEC 60945

-15 ° C-+ 55 ° C 

IPx5

IEC 60945에 따름

공급 전압-OFF to ON

소비 전력 – 최대

권장 퓨즈 등급

승인 준수

표준

작동 온도 범위

방수 등급

충격과 진동

모델명 S5100

TGM60-50-xxL and TGM50-200-xxL 송수파기



특징

9. 항해용 에코사운드

DPU414 프린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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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항해용 에코사운드9.2

DS2008

디지털 신호처리 

24시간 기록 저장

전원 보호 회로 및 경보 기능 

옵션의 DPU-414 외부프린터 연결 가능

사양 외형도

구성도

크기

무게 

전원

전력소비

송신출력

송신주파수

핑 레이트

회로보호

화면

음향 칼라 

시간 간격

해상도

정확도

최소 측심

범위 눈금 

 

화면 이동

경보

경보 모드

데이터 저장 및 재생

데이더 입/출력 접속 

 

데이터 전송

PC RS232 연결하기

작업 조건 

364(H)x270(W)x93mm(D) 

3.7kg 

DC18.0V~31.2V 또는 AC 110/200V 50/60Hz (아답터 사용) 

30W 

500W RMS 

200 kHz 

초당 최대 10 핑 

과전압, 과전류, 역전압  

10 인치 칼라 TFT LCD，640X480 픽셀 

7 색상

30초 

얕은 수심 범위≥ 미터당 5.00mm 과 깊은 수심 범위 ≥ 미터당 0.5mm (화면 눈금에서) 

범위의 ±1.0%  

0.3m 

작은범위 0~500m와 큰범위0~800m 

16 단계 범위 조정 : 5m,10m, 20m, 30m, 40m, 50m, 60m, 80m,

100m, 150m, 200m, 300m, 400m, 500m, 600m, 800m. 

얕음 경보, 약 전원, 외부 음향 및 조명  

부저음, 화면에 점멸 메세지 

연속적인 최신 데이터를 20 시간 저장하고 신속하게 재생할 수 있음

표준 GPS 형식의 정보는 입력 및 표준 

NMEA 0183 형식의 에코데이터 출력을 DPT로 

리피터 또는 VDR 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렬 비동기 모드, 전송속도 4800, 8자리, 패리티 없음 비트, 1 정지 비트

출력/RS232 DB9 홀더/핀 2/핀 5 연결

온도 : -10 ~ 40 ℃, IEC60945 표준 준수 / 상대 습도 : 10 ~ 90 %

주요 단위 방수 : IP23, IEC60529 표준 준수 / 송수파기 방수 : IP66

경제적 가격의 10인치 TFT LCD 항해용 에코사운드

속도

그림

1 2 3 4 5 6 7

4/1 2/1 1/1 1/2 1/4 1/8 중지



송신 : 156.025~157.425MHz / 수신 : 156.025~163.275MHz

단신, 반복신, DSC

179 채널  ( ITU55, USA53, Cannada61,Weather10)

16K0G3E(FM), 16K0G2B(DSC)

±10 PPM

-15 ~ +55°C

10~16V DC (정상:13.6V DC), 25W 송신시 : 6A, 1W 송신시 :  1.5A,  수신시 : 250mA

FSTN 모노 LCD (46mm x 26mm)

161(W) x75(H)x147(D)mm (브라켓 제외) 1.29kg (마이크 제외)

NMEA 0183, Baud Rate 4800. NMEA 2000

Class D (EN301025)

일반

주파수 범위

통신방식 

사용채널

전파형식

주파수 편차

사용온도

전원

표시화면

크기 및 중량

신호 입력

DSC

RS12 DSC/VHF

PLL SYNTHESIZER

FM(VHF), FSK(DSC)

12mV 이하

25W (High), 1W (Low)

최대 5 kHz

10.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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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DSC/VHF 무선통신기10.1

특징

혁신적인 외형과 콤팩트한 디자인

전면 완전 방수(JIS-7 규격)

트라이 워치 기능 및 전 채널 또는 원하는 채널 스캔

내장 킷 및 보호 커버 표준 공급 

25W 출력으로 근거리/원거리 모드 사용시 잡음 감쇄 기능

NMEA2000 호환 

Class-D DSC 내장으로 송신 위치를 자동으로 획득 

교신량이 많은 3개 채널은 즉시 연결되도록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램 가능 

교신 목록에서 바로 채널 선택 가능한 Call Back 기능 

정보통신부 형식검정 및 미국 FCC 및 EU의 CE마크 획득 제품

사양

DOUBLE SUPPER-HETERODYNE

-3dB    V 이하 (20dB SINAD)

65dB 이상

40 dB 이상

2W 이하 (THD 10% 에서)

수신방식

수신감도

방해파 억압율

신호/잡음비

음성출력

송신부 수신부

발진방식 

변조방식

변조감도

송신출력

주파수 편이

GPS 옵션으로 타 장비와 연동없이 자선 좌표 표시  



10.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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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1700E DSC/VHF

특징

통합 66 채널 GPS 안테나 내장

초 슬림 케이스와 컴팩트 후면 케이스 디자인

ITU-R M493-13 클래스 D DSC 충족

IPX8 방수 기준 충족 (1.5m 30 분)

본체와 분리 가능한 마이크 제공 및 롱케이블 옵션 선택 가능

세컨드 스테이션 리모트 마이크 (RAM3 +) 옵션 선택 가능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송수신 감도

대형 (70 x 34mm) LCD 디스플레이 채택

GX1700E는 VHF 교신 중에도 채널 70에서 DSC 수신 가능 

사양

주파수 범위 

통신방식

사용채널

전파형식

주파수 안정도

사용온도

전원

방수등급

채널 폭 

안테나 임피던스

외형 및 중량

송신 : 156.025-157.425MHz 

수신 : 156.025-163.275MHz

단신, 반복신, DSC

인터내셔널, 미국, 캐나다

16KOG3E(FM), 16KOG2B(DSC) 

±3 PPM (-20℃에서 +60)

-20℃에서 +60℃

13.8 VDC ±20%

IPX8 (1.5m에서 30분간)

25 kHz

50Ω

150(W) x 85(H) x 90147(D)mm, 0.9kg

156.025 - 157.425MHz

25W/1W

0.25 μW 미만

최대 5kHz

156.050 - 162.000 MHz

Double - Conversion Superheterodyne

0.25 μV

70 dB 보이스 & DSC

4.5W

66 채널

-147 미만

일반적으로 5초 (핫 스타트) / 일반적으로 1분 (콜드 스타트)

WGS84

송신부

CMP31B CT-100 SCU-31 MLS-300전면 커버

세컨드 스테이션

리모트 마이크

RAM3+

CMP31B용 

7m 연장 케이블

15m 케이블

외부 GPS 안테나

외부 스피커

주파수 범위

송신출력

스퓨리어스 방사 

주파수 편이

주파수 범위

수신방식

감도(12dB SINAD) 

상호변조

AF 출력

수신채널 

수신감도

최초 수신시간

데이텀

일반

수신부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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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2 휴대용 VHF (워키토키)

휴대용 DSC/VHF 무선통신기10.2

주파수 범위

통신방식 

사용채널

전파형식

안테나소켓

배터리

배터리수명

충전전류

표시화면

방수

발진방식 

변조방식

변조감도

송신출력

주파수편이

위성수

목적지 

사용채널

배터리

수신방식

수신감도

방해파억압율

신호/잡음비

음성출력

PLL 신서사이즈

FM(VHF)

12mV 이하

5W (High),1W(Low)

최대 5 kHz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0.25    V 이하(12dB SINAD)

70 dB

40 dB

250mW 이하 (THD 5% 에서)

송신 : 156.025~157.425MHz / 수신 : 156.025~163.275MHz

단신, 반복신, DSC

179 채널  ( ITU55, USA53, Cannada61,Weather10)

16K0G3E(FM), 16K0G2B(DSC)

SMA

7.4V  고용량 1400mAh 리듐 폴리머

8시간 이상 (조건: GPS /DSC 작동중

700±100mA (3시간 급속 충전시)

128 x 128 픽셀 비트맵 방식의 역광 LCD 

JIS-7

12채널

500개

179 채널  ( ITU55, USA53, Cannada61,Weather10)

7.4V  고용량 1400mAh 리듐 폴리머

로렌스  Link-2 해상용 휴대 GPS DSC/VHF 송신기는  JIS-7 방수기준을 만족하며 

일반적인 무전기 기능은 물론 본체에 GPS센서가 내장되어 간이항해 플로터 기능과 

DSC(디지털  선택  호출)  기능  및  수신  확인시  까지  MMSI와  현위치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조난호출 기능을 가진 신개념의 휴대용 VHF 무선 송수신기입니다.

방수 및 수중 동작 시험 수중 방수 시험

1
1
.0
2
in
. (2

8
0
m
m
)

5
.5
3
in
. (1

4
0
.7
m
m
)

2.66. (67.7mm)

송신부

일반

수신부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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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선통신

HX40E 휴대용 VHF (워키토키)

주파수 범위

통신방식 

사용채널

전파형식 

배터리 

안테나저항

크기 

무게

송신출력

주파수편이

스퓨리어스발사 

마이크로폰 저항 

수신방식

수신감도

인접채널선택도

상호변조

신호/잡음비

음성출력

5W(High), 1W(Low)

5 kHz

0.25㎼ 이하

2kΩ

더블 슈퍼헤테로다인

-5dBµ for 20dB SINAD

70dB

68dB

40dB

600mW 

송신 : 156.025~161.600MHz / 수신 : 156.050~163.275MHz

단신, 반복신

인터내셔널 / 미국 / 캐나다 

16K0G3E

7.4V 고용량 1850mAh 

50Ω

52mm(W) x 95mm(H) x 33mm(D)

230g

5W 초소형 해양 휴대용 VHF

휴대하기 편한 초소형 디자인

52mm(W)  x  95mm(H)  x  33mm(D)  크기로  어디서나  휴대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향상된 디스플레이

선명하고 밝은 백라이트와 함께 눈에 잘 띄는 도트매트릭스 화면을 제공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E2O 메뉴 시스템

새로운 직관적인 메뉴 시스템을 통해 VHF 모든 설정 기능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잡기 편한 초소형 케이스 디자인

5W 전송 출력

600mW 오디오 출력

최대 10개의 즐겨 찾기 채널

사용하기 쉬운 메뉴 구성

채널 스캐닝과 멀치 워치 기능

CH16/서브채널의 빠른 접속

내장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

특징

송신부

일반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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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V5035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Class-A AIS 트랜스 폰더 시스템이며, SOLAS 

선박에 사용하도록 IMO 유형 승인되었습니다. 통합 디스플레이 및 GPS 안테나, 정션 

박스 및 파일럿 플러그 어셈블리가 포함된 독립형 솔루션인 V5035는 VHF 안테나만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V5035는 여러 

외부 센서를 지원하고 Simrad 내비게이션 및 차트 시스템, 외부 GPS 수신기, 레이더 

시스템, 항해 데이터레코더 및 기타 NMEA0183/2000  장치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V5035

3.5 인치 컬러 TFT LCD

무단계 설정

320 x 240

NMEA 2000 (IEC 61162-3)

＜-107 dBm @ BER ＜10-2

신호 @ -104dBm에 대해 70dB   이상; BER ≤ 1 %

1 / 12.5 W (30/41dBm ± 1.5dB)

TNC (암)

11. AIS (선박 자동 식별시스템)

SIMRAD IMO 승인 CLASS A AIS11.1

특징

V5035

IMO 준수 A CLASS AIS 시스템

가장 경쟁력있는 Simrad Class-A AIS 솔루션

정션 박스, GPS 안테나 및 파일럿 플러그가 있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제공

AIS 정보 표시를 위해 NMEA 2000 BUS를 통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

다기능 디스플레이 (MFD) 사용 가능 NSS evo3, NSO evo3, E5000

다중 센서 입력 포트 및 양방향 데이터 포트

쉬운 조작을 위한 컨트롤 노브 및 키패드 

컬러 3.5 인치 LCD 디스플레이

사양

외형도

50

＜2.5m 자율, ＜2.0m SBAS

SBAS, WAAS, EGNOS, MSAS (SBAS는 IMO 호환이 아님)

12V DC에서 ＜9W 평균, 12V DC에서 ＜65W 피크 전력

12 / 24V DC

IPX2

205mm x 173mm x 85mm / 1.16kg 

-15°C ~ 55°C 

GPS 수신기 채널

수평 정확도

수신기 유형

전력 소비

전원 (공급 전압)

방수 표준 / 정격

제품 크기 / 무게 

작동 온도

모델명 V5035

* SOLAS 선박에 대한 IMO 협약은 총 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에AIS 가 장착되도록 요구합니다.

디스플레이 타입

백라이트

해상도 

NMEA 출력

감도

스퓨리어스 응답 거부

송신 출력

GPS 안테나 콘넥터



11. AIS (선박 자동 식별시스템)

3.5” 칼라 TFT LCD

320 x 240

12~24V DC

평균 9W <@12V DC, 최대 65W <@12V DC

205(W) x 85(H) x 173(D)mm (MKD+트랜스폰더)

-15 °C ~ 55 °C

IPx2

156.025 ~ 162.025 MHz

25 kHz

GMSK / FM

156.525 MHz

FSK

25 kHz

< - 107 dBm @ BER <10

50 채널

-159 dBm 이하

-159 dBm 이하

통상 <2.5m, <2.0m SBAS

TNC (암)

RTCM - SC - 104

미니 B 타입

IEC 61162 - 3

릴레이 접촉식

크기 및 타입

해상도

전원

소모 전력

크기

작동 온도

방수

주파수

채널폭

변조 방식

주파수

변조방식

채널폭

수신감도

수신 채널 수

감도

재포착 감도

수평 위치 정확도

GPS 안테나 콘넥터

DGNSS 입력

USB

NMEA 2000

알람 출력

구분 CAMINO701

78

품질, 성능 및 가치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풀 컬러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CLASS A AIS !

CAMINO-701

일반 IMO 승인 CLASS A AIS11.2

특징

사양 외형도

CAMINO-701

3.5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 채용

컴팩트한 디자인과 사이즈, 쉬운 설치와 조작

가장 최신의 CLASS A AIS에 대한 IMO, IEC, ITU표준을 완벽하게 만족

SOLAS/내륙 AIS 모드 선택

컨트롤 노브와 키패드를 이용한 쉬운 작동 방법

USB와 NMEA 2000 연결 가능

GLONASS 옵션 선택 가능

파이럿 플러그만 추가하면 원양용으로 사용가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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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x 115 x 37 mm (L x W x H)

150g (AIS transceiver unit only)

DC (9.6V-31.2V)

33dBm ± 1.5 dB

USB NMEA0183 38.4k Baud bi-directional NMEA0183 4.8k

Baudbi-directional NMEA2000 LEN=1 External switch

9600 b/s ± 50 ppm (GMSK) 1200 b/s ± 30 ppm (FSK)

Better than -107dBm at 20% PER, Co-channel 10dB, Adjacent channel 70dB, IMD 65dB, Blocking 84dB

-25ºC to +55ºC, IPx2 방수

25kHz

25kHz GMSK (AIS, TX and RX), 25kHz AFSK (DSC)

크기

무게

소비 전력

출력 전력

인터페이스

전송 속도

RX 감도

작동 환경

채널 대역

변조 방식

모델 B100

사양

외형도

B100

일반 CLASS B AIS11.3

특징

B100

뛰어난 제품 성능 제공

별도의 전원부가 필요 없는 12/24VDC 겸용 시스템

USB, NMEA 2000, NMEA0183(4,800bps or 38,400bps) 멀티 인터페이스

소령 경량으로 설치가 용이

작은 전력 소비

국내 형식검정 및 다양한 국제인증 보유



80

12. 항해 안전 장비

FT-8200

특징

GPS 수신기 내장으로 신속 정밀한 위치 탐색 및 전송

초간편 설치 / 원터치 개폐 및 작동 / 편리한 유지보수

외부로부터 완벽 보호 / 밀폐형 자동 개방 컨테이너

작고 가벼운 컴팩트 사이즈

고효율의 배터리 전력소비 (수명 5년) / 최대 48시간 연속 작동

지능적인 셀프 테스트 기능

허위 경보 예방

IMO / COSPAS-SARSAT 인증 및 GMDSS 요건 만족

GPS 비상위치 조난 발신기 (GPS EPIRB)12.1

클래스2

-20°C ~ +55°C

-30°C ~ +70°C

ABS 플라스틱

48시간 (최소)

리튬, 유효기간 5년

분당 24회 (0.75칸델라 이상)

10M에서 10분간 테스트

(W)140 x (D)119 x (H)370 mm

1.6 kg

50 채널, L1-1545.42MHz, C/A code

-162dBm (추적시), -148dBM (시작시)

15M이내

세라믹 패치

406.040MHz ±1kHz

5W(37dBM) ±2dB

Bi phase-L

1.1rad ±0.1rad

47.5s~52.5s

121.5MHz ±3kHz

17dBM ±3dB

AM (3K20A3X)

33%~55%

98% (연속 송신)

제품 타입

작동 온도

보관 온도

하우징

배터리 동작

배터리

발광등

방수

규격

총 중량

수신부

감도

정확도

안테나

주파수

출력

변조 방식

위상 편차

반복률

주파수

출력

변조 방식

변조 반복 주기

송신 반복 주기

모델 FT-8200

사양 외형도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해상용 설비

FT-8200

종합

GPS 수신부

406MHz
위성 송신부

121.5MHz
HOMING 

송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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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WX

13. 풍향 풍속계

SIMRAD 풍향풍속 센서13.1

사양 외형도

120WX

풍속 범위

풍속 해상도

풍속 

(0°C~55°C, 강수량 없음)

풍향 범위

풍향 해상도

풍향 

(0°C ~ 55°C, 강수량 없음)

대기 온도 범위

기온 분해능

대기 온도 정확도

기압 범위

기압 분해능

기압 정확도

상대 습도 범위

상대 습도 정확도 *

작동 온도 범위

전원 전압

공급 전류 (@ 12VDC)

무게

통신 인터페이스

구분

0 kt ~ 78 kt (0 MPH ~ 90 MPH, 0 m/s ~ 40 m/s)

0.1 kt (0.1MPH, 0.1m/s)

0°~ 360°

0.1 °

-40°C ~ 55°C 

0.1°C 

± 1.1°C @＞ 4kt (＞ 4.6 MPH 바람) (＞ 2 m/s 바람)

300mbar~1100mbar (24inHg~33inHg, 800hPa~1100hPa)

0.1mbar (0.029inHg, 0.1hPa)

고도 보정이 가능한 경우 ± 1 mbar (± 0.029 inHg, ± 1 hPa)

10 % ~ 95 % RH

± 5 % 단위 RH

-25°C ~ 55°C 

9V DC ~ 16V DC

＜1.0W (＜85mA), 2 LEN

300 그램

RS232 또는 RS422 &CAN

바람, 온도, 기압 센서. 6m 케이블과 함께 제공

120WX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안정성과 성능으로 보트 요구에 맞는 

쉽고 저렴한 선택입니다.

120WX

특징

초음파 바람 판독

기압

기온

풍속 냉각 지수

RS-422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NMEA 0183 / 직렬 프로토콜 및 CAN 버스를 통한 NMEA2000 프로토콜

선택적 상대 습도 모듈

RH 옵션이있는 IPX4

RH 옵션이없는 IPX6

출력 : 단일 케이블을 통해 (다양한 길이 사용 가능)

낮은 풍속 : 0-10 kt ; 1 kt RMS + 판독 값의 10 %)

높은 풍속 : 10-78 kt; 2 kt RMS 또는 5 % 중 큰 쪽

낮은 풍속 (일반적으로 5 ° RMS) : 4~10 kt (4.6MPH~11.5MPH, 2m/s~5m/s)

높은 풍속 (일반적으로 2° RMS) :＞10 kt (＞ 11.5MPH,＞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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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706S 윈드센서

AM706E

AM706C

AM706E 칼라 LCD 
디스플레이

AM706C
디스플레이

AM706A1
실내 알람 (옵션)

AM706A1
실외 알람 (옵션)

DPU414 프린터 (옵션)

IR761 
윈드 리피터 (옵션)

AM706

풍향풍속계13.2

해양용 풍향풍속계 AM706은 풍속과 풍향에 대한 계측기입니다. 

GPS (RMC) 데이터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방향, 진풍 또는 돌풍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중국 선급 (CCS)에 의해 승인 

고해상도 풍속 (0.1m/s) 및 방향 (1도)

해상 환경의 거친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바람 센서

현재 방향 및 돌풍 범위 LED 링 디스플레이

사양

구성품 및 옵션

외형도

AM706E AM706C

본체 크기

중량

밝기 조정

데이터 출력

NMEA 포트

풍향 정확도

풍향 범위

풍속 정확도

풍속 범위

시동 풍속

전원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습도

방수

구분

±1°

0~359°

±5% (최소 0.1m/s)

1.2~25 m/s

= <1.2 m/s

24V DC (20~32V DC) 5W

-15 ~ +55°C

-20 ~ +70°C

10~90 %의 상대, 결로가 없을 것

IP23

AM706S 센서부

센서 크기 

중량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방수

높이 838 mm, 회전반경 550 mm

10 kg

-15 ~ +85°C

-20 ~ +85°C

IP56

196 x 202 x 64 mm

2kg

9 단계 조절 가능

RS422 출력 2 핀 
NMEA A / B

202 x 196 x 64mm

-

6 단계 조절 가능

NMEA0183 

풍속과 풍향



항해 후, 항해 분석 수행 및 성능에 대한 보고서 받기

C-MAP  FleetManager는  전체  선단에  대한  선박  추적,  예측  및  성능  분석을  제공하는  웹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육상 

관리자들에게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성능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및 전략적 의사 결정을 개선합니다. FleetManager는 사용하기 쉽고, 필요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해를 

모니터링하거나 과거 항해를 모니터링하여 선단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도구 세트입니다.

14. C-Map 상용 운항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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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P FLEETMANAGER (선단 관리 솔루션)14.1

FleetManager 주요 기능

글로벌 C-MAP 차트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선박 추적 (현재 상태 및 계획된 경로)

전체 선박의 상태를 상태 화면에서 통합 확인 

연료 소비, 일정 차이, 악천후 및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 분석

연료, 거리, 속도 및 시간에 대한 성능 분석

날씨, 선속 및 연료 사용에 대한 일일 조건 및 용선 계약 분석 

바람, 파도, 해류, 상층 기압, 수면 기압 및 열대 저기압을 포함한 15 일간의 고해상도 기상 예보 포함

과거 기상 조건 오버레이 표시를 포함한 경로 통과 기록

글로벌 C-MAP 상용 차트 제품군과 대화형 디스플레이

SAT AIS를 통한 고주파 추적 제공

최적의 해운회사 관리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

C-MAP IMS, C-MAP ShipReportXL 및 C-MAP 선박 경로 서비스를 포함하는 C-MAP Integrated Maritime Suite (IMS) 제품의 일부

이메일 경고 알림

공급 전원 이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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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용선(Time Charter Party) 계약 상세 분석표 

예) 식별된 데이터 문제, 선박이 권장 경로에서 벗어난 시기에 대한 알림, 선택된 선박에 대한 통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경고 및 용선 계약 분석 보고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가입자에게 발신하는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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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선박 일일 상세 보고서

예) 기타 Microsoft Power BI 서비스를 이용한 대화식 그래픽 분석자료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

프로세서 : 2.0GHz 이상 Pentium 4 또는 1.6GHz 이상 모바일 프로세서

운영체제 : Windows 7 이상

RAM : 2GB 이상

하드 디스크 공간 : 80GB 이상 (20GB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그래픽 카드 / 디스플레이 : 1280 x 1024 이상 해상도 및 32 비트 컬러

초고속 인터넷 연결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Internet Explorer 버전 7 이상을 실행하는 Windows PC

키보드 및 마우스 : 가급적이면 스크롤 휠

Silverlight 4.0 플러그인

인터넷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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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C-MAP의 차세대 브릿지 항로 계획 솔루션입니다.

필요한 모듈만 지원하여 IMS가 온보드 운항 작업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동시에 운영 관리자에게 탁월한 수준의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C-MAP의 선박 운항 관리 도구와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IMS는 항해 계획 및 해상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물 손상을 줄이고, 안전 및 일정 예측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료 소비 및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최첨단의 진화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IMS는 신속하고 최소한의 사용자 입력으로 작동하여 연료 목표를 최소화하면서 

상업적 목표 (용선 속도, 도착 예정 시간, 감속 운항 등)를 충족하는 최적화된 경로를 생성하며, 선박의 내항성능을 유지하고 위험한 기상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원 클릭 경로 최적화, 날씨, 항해 차트 및 보고서를 결합한 통합 도구입니다. IMS는 항해 계획 및 해상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운 회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물 손상을 줄이고, 안전 및 일정 

예측성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연료 소비 및 운영 비용을 낮춥니다. IMS는 FleetManager와 동기화하여 마스터의 의도된 경로와 C-MAP의 

권장 경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육상 관리자 및 사용자는 진행 상황과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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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P INTEGRATED MARITIME SUITE (IMS)14.2

IMS 2.2의 새로운 기능

사용 가능한 모듈

전자 메일 (수동) 통신 모드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설치에 대한 차트, 

예측 및 라이센스를 업데이트

소유한 S-63 (AVCS, AIO 및 PRIMAR)의 업데이트 및 내보내기 개선

항행통보에 개선된 지원

개선된 자동 차트 선택

CAES / CEES 차트 포트폴리오 처리 개선

유능한 활성화 마법사 기능

빠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더 빠른 보내기 / 받기 기능

기상 오버레이가 포함된 더 빠르고 부드러운 차트 표시

2 배 빠른 경로 최적화

2 배 빠른 기상 다운로드

단종된 C-MAP SENC 제품에 대해 전체 SENC 및 NtM 업데이트가 가능

원격 문제 해결을 위한 고급 옵션

더 작은 메모리 공간과 더 긴 서버 가동 시간

기상 경로 안전 작동 한계 내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한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기상 및 탐색 고려 사항에 대한 그래픽 및 정량 분석을 위한 사용하기 쉽지만 강력한 도구를 포함

최적화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간 도착, 최소 비용 등 을 충족하고 기상, 탐색 고려 사항, 성능, 그래픽 및 

정량 분석을 위한 사용하기 쉽지만 강력한 도구를  제공

Nautical
Manager

IMS 제품군 내에서 모듈로 새롭게 디자인된 NauticalManager(해상관리자) 모듈은 주문, 업데이트, 보고 및 공식 전자 차트 및 

인쇄물 보기 등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차트 및 출판 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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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경로 계획과 최적화를 쉽게 하며, 버튼 클릭만으로 상세한 정보 확인

분석 보기
강력한 분석보기는 선박의 기상, 동작 및 엔진 매개 변수가 고려 중인 각 경로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경로 옵션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IMS 경로 계획 화면과 정보 화면

예) IMS 분석 보기 화면 



88

14. C-Map 상용 운항 관리 솔루션

하나의 버튼으로 내비게이션에 최적화된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ENC 위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IMS 분석 보기 화면

예) IMS로 계획된 항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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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

지원되는 OS : Windows 7 SP 1 (32 또는 64 비트), Windows 10 (64 비트),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R2

CPU : 코어 4 이상, 2.5 GHz 이상

메모리 : 8GB 이상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 50GB

화면 해상도 : 1920x1080, 듀얼 모니터

일기 예보 업데이트를 위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FleetManager 및 Shoreside 라우팅 통합을 위한 SMTP 서버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지원되는 OS : Windows 7 SP 1 (32 또는 64 비트), Windows 10 (64 비트),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R2

CPU : 코어 2, 2.0GHz

메모리 : 4GB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 50GB

화면 해상도 : 1024x768

일기 예보 업데이트를 위한 이메일 (온보드 SMTP 및 POP3 또는 IMAP 서버) 또는 인터넷 액세스

FleetManager 및 Shoreside 라우팅 통합을 위한 SMTP 서버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지원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글로벌 전문 서비스는 유자격 마스터 디스트리뷰터 및 인증된 파트너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주요 항구에 전용 지원 엔지니어가 배치되어 예비 부품 

및 OnBoard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또한 Navico의 자체 기술 지원 팀은 EMEA, 아메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조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Go to PRO. SIMRAD-YACHTING.COM to
find your nearest service ag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