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마린테크(주) 가족 모두는 바다에 대한 열정을 고객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철저한 사후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급하겠다는 
금호마린의 지난 20여년간의 철학과 열정이 고객님들의 신뢰로 이어져 
명실공히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직성과 
도덕성을 기업의 핵심이념으로 삼아 고객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및 서비스를 최우선으로하여 저희 제품을 구입하면 
기쁨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용 보트, 어선, 대형 상선, 해군 해경 등 방위산업 및 국공립 수산 관련 
연구소와 대학실험실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희 금호마린은 정직과 
도 덕 성 이 라 는  기 업 핵 심 이 념 을  바 탕 으 로  항 상  고 객 님 들 께  최 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마린테크(주)  임직원      │     대표이사  백 운식  배상



Enjoy Marine Life!
언제나 금호마린이 함께 합니다.



본 카다로그는 소비자의 편리를 위하여 카다로그 제작 시점의 소비자 

물품공급가격을 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나 

설치비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물품 구매시에는 반드시 본사 또는 대리점에 가격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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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HDS Live 시리즈

로렌스 풀체인지 뉴 모델 HDS LIVE는 혁신입니다.

매끄러운 뉴 디자인, 고해상도 SOLAR MAX HD 화면, 보다 

빠르고 강력해진 프로세서, 새로운 어군탐지기 기술의 

적용으로 더 넓은 탐색 범위 제공 등 다른 어군탐지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소개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은 HDS LIVE 제품과 함께 어군탐지 기술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 입니다. 처프 소나, 액티브 이미지를 

지원하는 이미지 소나 3D와 혁신적인 라이브사이트 리얼타임 

소나 기능, 단일 기능 최대 금액인 200만불을 투자하여 완성한 

피시리빌 기능 등이 포함된 HDS LIVE는 여러분을 최고의 낚시 

강자로 만들어 줄 것 입니다. 

금호마린테크에서 제공하는 연안 및 내륙 상세 전자차트와 함께 

플로터 기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제너시스 라이브 온스크린 

맵핑 기능은 실시간으로 등심선을 최대 15cm 간격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포인트나 등심선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HDS16 LIVE 6분할 화면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0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이렇게 낚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HDS LIVE의 기능

· 액티브 이미지 3-in-1 (처프/사이드/다운) 소나 

· 액티브 이미지 2-in-1 (사이드/다운) 소나 

· 액티브 이미지 기능이 강화 된 StructureScan® 3D 이미지소나

· LiveSight 리얼타임 소나 호환

· 스마트 폰 알림 

· 강력한 쿼드 코어 프로세서 *

· 고성능 듀얼 코어 프로세서

· 프로그래밍 가능 키 *

· Genesis 라이브 온 스크린 매핑

· 피시리빌 스마트 타깃 보기

· 6 패널, 분할 화면 기능 *

· 풀 HD 고화질 SolarMAX HD 스크린 (HDS LIVE 16 전용)

· 고해상도 SolarMAX ™ HD 멀티 터치 스크린

· 듀얼 채널 CHIRP - 동일한 송수파기를 통해 듀얼 어탐 커버리지 범위 제공

· 라이브 네트워크 소나

· 무선 및 Bluetooth® 연결

· 표층 잡음 제거 기능 강화

· 퀵 액세스 콘트롤 바

· 레이더 및 SonicHub®2 오디오 서버 연결

· NMEA 2000® 엔진 지원

1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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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리빌 (다운스캔 화면에서 어군색별이 용이한 기능)
* 적용모델 HDS LIVE 16 & 12



HDS-16 LIVE 본체    I   \ 6,160,000 HDS-12 LIVE 본체    I   \ 4,730,000

HDS- 9 LIVE 본체    I   \ 3,080,000 HDS- 7 LIVE 본체    I   \ 2,090,000

모델

해상도(WXH)

밝기

터치 스크린

시야각

공급 전원

소비 전력(최대)

동작 온도

보관 온도

방수 등급

NMEA2000

NMEA0183

이더넷

카드 슬롯

무선 네트워크

블루투스

GPS

목적지/항적

해도 카드

HDS-16 LIVE HDS-12 LIVE HDS-9 LIVE HDS-7 LIVE

1920 X 1080 1280 X 800 1280 X 720 1024 X 600

67.62W (4.9A/13.8V DC) 49.68W (3.6A/13.8V DC)

2포트

40.02W (2.9A/13.8V DC) 33.12W (2.4A/13.8V DC)

1포트

1200니트 미만

멀티 터치

80˚ 상/하/좌/우

12V DC(10-17V DC)

-15˚C ~ +55˚C

-20˚C ~ +60˚C

IPX6 / IPX7

1포트(Micro-C)

1포트(전원 케이블에 포함)

2 Micro SD 슬롯(최대 32GB)

내장형 802.11 b/g/n

블루투스 4.0 및 클래식 블루투스 지원

10Hz 고감도 내장형(WAAS + EGNOS + MSAS)

목적지 3,000개 / 루트 100개 / 항적 100개 (항적 1개당 최대 10,000 포인트)

국내 연안 상세 지도(금호 마린 테크 자체 제작)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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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탐용 송수파기

전자헤딩센서/GPS

SS502(600W)

HST-DFSBL HST-WSBL 

707-50/200T(1KW)

3D모듈+3D 이미지페어

3D모듈+3D 이미지싱글

POINT-1 (전자헤딩센서 / GPS)

G
P

S
 플

로
터

 어
군

탐
지

기
  

HDS Live 옵션 

1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 770,000 

50/200kHz(관통형)

￦ 330,000 

50/200kHz(관통형)

￦ 209,000 

50/200kHz(거치형)
￦ 132,000 

83/200kHz(거치형)

￦ 2,530,000 

455kHz(관통형페어)

￦ 1,760,000 

455kHz(관통형싱글)

3D모듈+3D 이미지거치형

￦ 1,430,000 

455kHz(거치형)

￦ 396,000 

NMEA2000 연결방식 / 12V DC

거치형   ￦ 330,000 관통형(싱글)   ￦ 660,000 일반 LSS-HD(관통형페어)   ￦ 1,870,000

액티브 3-in-1 이미지 송수파기 일반 LSS-HD (관통형 페어)

3D 이미지 소나 (Structure Scan 3D, 사이드/다운/3D이미지)

* HDS LIVE와 세트구매 시 가격(송수파기만 별도구매 시 가격 다름)

(83/200kHz 처프어탐 + 455/800kHz 
다운/사이드 이미지통합 송수파기)



레이더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4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HDS Live 옵션 

오토파일럿

유압 조타 팩

￦ 1,870,000

선외기 싱글 및 트윈엔진

HALO24 레이더

￦ 3,850,000

48마일

적용 모델 : HDS LIVE 16”/12”

HALO20+ 레이더

￦ 3,190,000

36마일

적용 모델 : HDS LIVE 16”/12”/9”

HALO20 레이더

￦ 2,420,000 

24마일

적용 모델 : HDS LIVE 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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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액티브이미징 3-in-1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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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0kHz 처프어탐

액티브이미징 3-in-1 송수파기

액티브이미징 3-in-1 송수파기

다운스캔 사이드스캔

액티브이미징  3-in-1  송수파기는  83/200kHz  처프어탐과 

455/800kHz 다운/사이드스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이미지소나  송수파기  보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와  더  넓은 

범위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어군 및 수중구조물, 어초, 침선, 

해저의 윤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액티브이미징 3-in-1 송수파기 적용 모델 시리즈

HDS LIVE, HDS Carbon, Elite Ti2, 심라드 NSS evo3



부산수영요트경기장 주변 테스트 샷 (18년 12월)

액티브이미징 3-in-1 송수파기 종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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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 관통형(싱글)



3D 이미지소나

StructureScan 이미지소나 3D는 바다나 호수 등에서 조업하는 앵글러들에게 

어군, 수중구조물 및 해저의 윤곽을 3차원 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공하므로 

보트와  연관하여  물고기  및  구조물의  위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소나 3D를 사용하면 생산적인 포인트를 찾는 시간을 줄여주므로 

물고기를 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HDS Carbon/Gen 3와 

함께  옵션의  3D  모듈과  3D  전용  송수파기를  통해  3D  이미지소나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 직관적인 3D 소나 이미지

· 사이드스캔 이미지 선명도 향상 및 도달 범위 확대

· 고화질 이미지소나 이미지 제공

· 낚시 포인트 신속 파악

목적지 오버레이

사이드스캔 범위

Leading Edge
소나빔과 해저지형의

상호 연관 설명

보트의 송수파기 센스 아래 수심

SelectScan 기능
해저 지형 위의 물고기와 해저지형을 구분하여

타깃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음

1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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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이미지소나의 특징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LiveSight SONAR

LiveSight의  넓은  소나빔과  긴  범위로  미끼를  보고  물고기를  찾고 

추적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LiveSight를  아래로  향한  위치에서 

사용할 때 미끼와 물고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일반어탐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일반어탐으로 물고기를 찾은 다음 LiveSight로 

타켓물고기를 관찰합니다. 또한 드롭샵, 수직지깅 또는 보트 앞의 미끼 

추적에  완벽한  LiveSight는  물고기에  미끼를  가까이  붙일  수  있게 

해주므로 물고기가 활발하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방의 물고기를 타켓으로 할 경우 트랜스 듀서를 앞면 위치에, 보트 

아래 물고기를 탐색하려면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십시오.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8

LiveSight SONAR의 기능

· 보트 밑이나 앞쪽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 넓은 소나 빔과 긴 범위로 물고기 추적 쉽게 가능

· 물고기가 활발하게 먹이를 먹으려 하는지 알 수 있음

· 보트 앞에서 낙하 샷, 수직 지그 또는 물고기 추적에 이상적

· 물고기가 미끼에 반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음

· 액티브 이미징을 완벽하게 보완

· 전방 및 하향 위치에 장착 가능

· HDS LIVE / HDS Carbon과 호환 가능

(Carbon에는 PSI-1 모듈 필요)

연결모듈

PSI-1모듈

￦ 550,000

HDS CARBON 시리즈 사용 시 연결 모듈(추가옵션)

LiveSight

￦ 1,650,000

적용모델   HDI LIVE / Carbon

LiveSight SONAR의 실제화면

하방뷰 어탐뷰 + 하방리얼뷰 전방뷰 하방뷰

LiveSight



19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터치스크린 사용으로 편의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새로운 액티브 이미징 3-in-1 송수파기의 사용으로

더욱 강력해진 처프어탐 + 사이드/다운 스캔 이미지 및 

피쉬리빌 등의 기술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넓어진 탐지 

범위로  강력한  어군  탐지+이미지  스캔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내장되어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장비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함께 제공되는 

한국  상세해도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해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Elite Ti² 시리즈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NEW ACTIVE IMAGING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20

ELITE-12 Ti²

ELITE-9 Ti² ELITE-7 Ti²

모델

해상도

밝 기

터치 스크린

가시각

공급 전압

소비 전력(최대)

동작 온도

보관 온도

방수 등급

NMEA2000

NMEA0183

이더넷

카드 슬롯

무선 네트워크

블루투스

GPS

목적지/항적

해도 카드

ELITE-7 Ti² ELITE-9 Ti² ELITE-12 Ti²

800x480

1200니트 미만

싱글 터치

50도 top, 60도bottom, 70도 left/right

12 V DC (10 - 17 V DC)

12W(0.9A/13.8 V DC)

-15°C ~ +55°C

-20°C ~ +60°C

IPX6 / IPX7

1포트 (Micro-C)

전원&NMEA 케이블로 가능.  *옵션 사항

없음(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가능) 

1 MicroSD

내장형 802.11 b/g/n

블루투스 4.0 및 클래식 블루투스 지원

10Hz 고감도 내장형 (WAAS + EGNOS + MSAS)

3,000 / 100

국내연안   상세지도 (금호마린테크 자체 제작)

800x480 1280x800

12W(0.9A/13.8 V DC) 22W(1.6A/13.8 V DC)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Elite Ti²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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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옵션 및 액세서리 포함

Elite-12 Ti² + 액티브 이미지 관통형 \ 3,740,000

+

Elite-12 Ti² + 액티브 이미지 거치형 \ 3,410,000

+

Elite-12 Ti² + 600W 관통형 (50/200 kHz) \ 3,410,000

+

·NMEA2000 연결 방식 / 12 V DC

Elite-9 Ti² + 액티브 이미지 관통형 \ 2,310,000

+

Elite-9 Ti² + 액티브 이미지 거치형 \ 1,980,000

+

Elite-9 Ti² + 600W 관통형 (50/200 kHz) \ 1,980,000

+

Elite-7 Ti² + 액티브 이미징 관통형 \ 1,870,000

+

옵션   Point-1 (전자헤딩센서/GPS) \ 396,000 

Elite-7 Ti² + 액티브 이미징 거치형 \ 1,540,000

+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뮤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용하십시오.22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 피시리빌 스마트 타켓보기(*HOOK2 불가)

· 선명한 화면의 SolarMAX™ 기술 적용

·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주요 기능에 대한 원터치 접속으로 최적화 된 키패드(버튼)

· High CHIRP, 사이드스캔, 다운스캔이 장착된 Tripleshot 3 in 1 소나(TS모델)

· 2배 더 커진 소나 빔 커버리지와 오토튜닝소나

· 한국 상세 해도(X 모델 제외)

HOOK 리빌의 특징

모델

지시부

크기 및 타입

해상도

백라이트

전원

방수

카드슬롯

어탐부

사용 주파수

처프

다운스캔

사이드스캔

어탐기능

GPS플로터

GPS안테나

목적지/경로/항적

지도

9 트리플샷 9 HDI 7 트리플샷 7 HDI 5 HDI 4X GPS 4X

9인치 7인치

800 x 480

O

항적 : 100 / 목적지 : 3000

국내 정밀 한글 해도

5인치 4인치

480 x 272

X

LED

12V DC

IPx7

오토소나,수온,경보 등

200kHz

가능

가능

가능

200kHz

가능

가능

X

200kHz

가능

가능

가능

200kHz

가능

가능

X

200kHz

가능

가능

X

200kHz

X

X

X

항적:7/목적지:1000

X

200kHz

X

X

X

X

X

X

고감도 내장형 GPS안테나

HOOK 리빌 시리즈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HOOK 리빌 HOOK2

HOOK리빌 9 HDI / 9 트리플샷 HOOK리빌 7 HDI / 7 트리플샷

HOOK리빌 5 HDI HOOK2-4X GPS /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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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4X GPS + Bullet 송수파기 ￦ 275,000

+

4X + Bullet 송수파기 ￦ 231,000

+

HOOK 리빌-9 트리플샷 + TripleShot 송수파기 ￦ 1,540,000

+

HOOK 리빌-7 트리플샷 + TripleShot 송수파기 ￦ 1,210,000

+

HOOK 리빌-9 HDI + SplitShot 송수파기 ￦ 1,375,000

+

HOOK 리빌-7 HDI + SplitShot 송수파기 ￦ 1,045,000

+

HOOK 리빌-5 HDI + SplitShot 송수파기 ￦ 715,000

+

HOOK 리빌

HOOK2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24

Simrad NSS evo3의 특징

· 넓은 시야각/ 우수한 선명도   와이드 스크린 SolarMax™ HD화면 

· 쉬운 사용   멀티 터치스크린과 로터리다이얼 및 키패드 조합  

· 뛰어난 어군 분해능력의 듀얼 채널 처프 지원(옵션) 

· 3D 이미지소나 및 고급 브로드밴드 어탐 지원(옵션) 

· 다양한 레이더 연동 가능

· 내장형 10Hz GPS / GLONASS 안테나    

· 다양한 인터페이스   NMEA2000 / NMEA0183 / 이더넷

사용하기 쉬운 NSS evo3를 사용하여 바다 속을 탐색하고 항해 하십시오. 

새로운 SolarMAX™HD화면은 탁월한 선명도와 매우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편광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우 에도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10Hz의 고정밀 GPS안테나가 내장 되어 정밀한 포인트 낚시를 도와드립니다. 브로드밴드 어탐과 3D 이미지 어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분해력의 듀얼 채널 CHIRP(처프)를 지원 합니다. 

Simrad NSS evo3는

획기적인 터치스크린 기술과 더 나은 기능제어를

위한 로터리 다이얼 및 키패드(버튼)를 제공합니다.

NSS evo3 시리즈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2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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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일반사항

모니터

해상도

무게

전원

소모전류(최대)

사용온도

작동방식

시야각

방수등급

이더넷 포트

인터페이스

비디오 인/아웃

카드 슬롯

어탐부

사용 주파수

어탐 출력

기능

GPS플로터

GPS안테나

목적지/경로/항적

지도

옵션

NSS16 evo3 NSS12 evo3 NSS9 evo3

16인치 SolarMAX™ HD 

1920 x 1080

4.65kg

3.75A(12V DC)

2

12인치 SolarMAX™ HD

1280 x 800

3.1kg

12/24V DC(10~31.2V DC)

2.5A(12V DC)

-15℃~+55℃

터치스크린 / 로터리 다이얼 / 키패드(버튼)

80°(상/하/좌/우)

IPX6등급 이상

2

NMEA2000 / NMEA0183 / 이더넷 / Go free

가능

2개(마이크로 SD) 

처프(고/중/저), 83/200kHz, 50/200kHz, 455/800kHz(이미지소나)

1kW RMS

브로드밴드어탐, 듀얼채널처프, 이미지소나, 트랙백, Fishreveal(물고기드려내기)

내장형 - 10Hz 고정밀 GPS안테나(WASS, MSAS, EGNOS, GLONASS) 

목적지-6000개 / 경로-500개 / 항적-50개(12,000포인트)

대한민국 해역 정밀 전자지도 제공

레이더 / 3D 이미지 / 이미지소나 / 처프 / AIS / Point-1 / 오토파일럿 등

9인치 SolarMAX™ HD

1280 x 720

1.41kg

1.91A(12V DC)

1

NSS16-evo3 본체  I  ￦ 6,160,000 NSS12-evo3 본체  I  ￦ 4,730,000 NSS9-evo3 본체  I  ￦ 3,080,000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26

NSS evo3 시리즈 옵션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송수파기

전자헤딩센서/GPS

레이더

SS502(600W)707-50/200T(1kW)

3D 관통형 페어 3D 거치형

POINT-1 (전자헤딩센서 / GPS)

HALO펄스압축레이더

PRECISION-9 (전자헤딩센서)

￦ 770,000 

50/200kHz(관통형)

￦ 330,000 

50/200kHz(관통형)

￦ 2,530,000

455kHz(관통형)

액티브이미지 거치형

￦ 330,000

83/200/455/800kHz

￦ 1,430,000

455kHz(거치형)

￦ 396,000 

NMEA2000 연결방식 / 12V DC

헤딩 정확도 ±2˚

￦ 1,100,000

NMEA2000 연결방식 / IPX 7 방수

헤딩 정확도 ±2˚

철선 설치 가능

64마일 / 4피트

72마일 / 6피트

적용모델 : NSS 12 evo3



2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02 레이더



헤일로(HALO) 레이더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28

레이더

Halo™ Radar
펄스레이더와 브로드밴드 레이더의 장점만을 결합한

혁신적인 신개념 레이더



주요 기능

헤일로 호환 가능한 멀티 디스플레이

· 빔 샤프닝 기능을 통해 물표를 확실하게 분리 표시

· 듀얼렌지 기능

· 고급 신호 처리 기술을 통해 사용자 맞춤, 항내, 항외, 

   기상, 조류 등  5개의 모드 제공

· 고속 48RPM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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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의 MARPA 물표 추적 (듀얼렌지 기능시 최대 20개 )

· 25W 저출력으로 인체에 안전    

· 12 / 24V 동작 및 낮은 전력 소비

· 도플러 (velocity Track) 기능을 통해 정지 물표와 이동 물표의 색상 구분

4FT 헤일로 스캐너  / 6FT 헤일로 스캐너

NSS-evo3 NSO 시스템(24인치 LED형)  

29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레
이

더

헤일로(HALO) 레이더는 펄스레이더와 브로드밴드 

레이더의 장점만을 결합한 혁신적인 신개념 레이더 

입니다.

Simrad Halo™ 레이더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항해하고 

날씨를 주시하고 새떼를 판독하여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펄스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단일 Halo™ 레이더 스캐너에서도 한 화면에 

동시에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듀얼 

렌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모델

스캐너 형태 및 길이

중량

레이더 기술 

안테나 형태 

최대 거리범위

회전수 

송신 출력

빔 폭
 

최소 표시범위

(최소 물표탐색 거리)

주파수 

입력 전원/소비 전력 

사용 환경 

방수(방수표준)

데이터 I/O

기타 

HALO 4 HALO 6

개방형, 1200 mm

안테나  4.9kg

하부 18.75kg

64nm

   

수평 1.8°±10% / 1.2°±10% (빔 각 조절 모드) 

수직 25°±20%

개방형, 1980 mm

안테나  6.5kg

하부 18.75kg

72nm

   수평 1.2°±10% (빔 각 조절 모드) 

    수직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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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모드 (항내, 항외, 조류)          · 수동 사용자 모드          · MARPA          · 듀얼렌지 

· 즉시 가동 (예열 시간 불필요)          · 저 전력          · 저 전자파 

빔 샤프닝 기술을 통해 근접 물표를 분리 
하여 보다 상세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 
림 왼쪽의  Halo™ 레이더와 오른쪽 일반 
6kW 펄스 레이더의 비교화면을 통해 
복잡한 요트 계류장의 개별 선박 및  
구조물을 명확하게 구분 표시합니다.

90 미터의 근거리 범위와 64 마일 원거리 
범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듀얼렌지 기능 
화면입니다.  Halo™  레이더의  듀얼렌지 
기능은  실제로  두  개의  독립적인  레이더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선택된 두 범위에서 
성능 저하가 없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근해  스포츠 
피싱매니아와  어민을  위해  Halo™  레이 
더는 전용 버드(BIRD) 모드 기능을 채택 
하였습니다.  잡음제거  기능의  최적화를 
통해 높은 감도에서도 깨끗한 화면을 제공 
하므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 떼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30

헤일로(HALO) 레이더



구분

인증

환경

상대풍속

소비전력

사용전압

외부치수

무게

사용범위

안테나 회전

송신 최대 출력

송신주파수

예열시간

편파면

수평빔폭

수직빔폭

연결 프로토콜

케이블길이

케이블최장길이

CE,FCC

사용온도 : -25° ~ +55°C / 상대습도 : 95% RH at 35°C

100 knots (51 m/s)

20W(정격) / 27W(최대)  / 3.9W at 13.8V DC(대기) 

10.5V ~ 31.2V DC (12/24V DC)

D 610mm  x H 225 mm (24" x 8.9") 

6.75kg(케이블 제외)

최소 : 6m   / 최대 : 48 NM

20~60rpm(모드 및 장비에 따라 다름) 

25W

X-band 9.4~9.5Ghz

즉시동작(No 마그네트론으로 예열 필요 없음)

수평편파

3.9° nominal (-3dB)

22° nominal (-3dB)

Ethernet 100 Base T

10m(기본)

30m(옵션)

HALO24는 충돌 방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가까운 거리에서 60RPM

의 거의 실시간보기를 제공하여 레이더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VelocityTrack™ Doppler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소형 24인치 돔 안테나에서 최대 48마일에 이르는 단거리 

및 장거리 탐색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HALO24는 저전력 대기모드에서 언제든지 즉각 송신모드로 

동작하여 긴급 상황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듀얼레인지 

사용으로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의 혁명 HALO24 주요 기능

· 컴팩트 한 24 인치 돔에서 48 nm 범위

· 빔 선명화를 통한 고급 펄스 압축 기술

· 듀얼 레인지 화면으로 근거리와 원거리를 동시에 탐색

· 최대 1.5 nm 범위에서 초고속 60 RPM 작동

· 충돌 회피를 위한 VelocityTrack ™ 도플러 기술

· 항구, 해안, 날씨 및 조류 모드로 간편한 조작

· MARPA 목표 추적 (최대 10 개의 목표, 이중 범위의 20 개)

   *전자헤딩센서 필요

· 대기 모드에서 즉시 준비 가능

· 적용모델 : HDS LIVE 12/16"

HALO24

3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레이더

레
이

더

\ 3,850,000



환경

최대 상대 풍속

입력 전압

소비 전력

권장 휴즈

스캐너 무게

스캐너 크기

레이더 범위

회전속도

송신 주파수

송신 소스

송신 최대 출력

최소 범위

펄스 길이

수평 빔 폭

수직 빔 폭

물표 분리 제어

프로토콜

케이블 길이

특징

구분

전원

통신 / 케이블

레이더 및 

안테나 특성

HALO20 HALO20+

동작 : 17-20W (범위, 모드에 따라 다름)

대기 : 3.9 W / 13.8 V DC

24 nm

20 ~ 24 rpm

10W

N / A

동작 : 17-29W (범위, 모드에 따라 다름) 

대기 : 3.9 W / 13.8 V DC

36 nm

20 ~ 60 rpm

25W

OFF : 4.9°+/-10% / LOW : ~4.3°+/-10%

MED : ~3.2°+/-10% / HIGH : ~2.5°+/-10%

IEC60945 : 2002 / 동작 온도 : -25° to +55°C / 습도 : +35° C, 95% RH / 방수 등급 : IPX6

51 m/sec (100 Knots)

10.5 – 31.2 V DC

5A

5.9 kg

510mm(길이) X 223mm(높이)

X 밴드 / 9.4 - 9.5 GHz

마그네트론 X, 솔리드 스테이트 – 즉시 ON

6m

0.04 – 64 usec +/- 10%

4.9°

25°

Ethernet 100 Base T

5m, 최대30m (옵션)

레이더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32

HALO20 / HALO20+

· 빔선명화를 통한 고급 펄스 압축기술          

· 간편한 사용 :  항구, 근해, 날씨 및 조류모드 선택가능

· 전원 ON 후 바로 대기모드                            

· 저전력 소비 / 방사선 안전

·  20인치 돔에서 24nm 범위

· .MARPA목표 추적 - 10개 (전자헤딩센서 필요) 

· 10W 펄스압축

· 저전력  소비

·  가드 존

· 빔선명화를 통한 고급 펄스 압축기술          

· 간편한 사용 :  항구, 근해, 날씨 및 조류모드 선택가능

· 전원 ON 후 바로 대기모드                            

· 저전력 소비 / 방사선 안전

· 20인치 돔에서 36nm 범위

· .MARPA 목표추적 - 10개 / 이중범위 : 20개 (전자헤딩센서 필요) 

· 최대 1.5마일 범위에서 초고속 60RPM 동작

· 충돌방지를 위한 VelocityTrack 도플러 기술

· 듀얼 레이지로 근거리와 원거리 동시 구현

HALO20 HALO20+

\ 2,420,000 \ 3,190,000



3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레
이

더

레이더 액세서리레이더

전자헤딩센서/연동케이블

옵션

POINT-1       ￦ 396,000

SIMNET NMEA2000 어댑터 킷       ￦ 154,000

PRECISION-9       ￦ 1,100,000

최대 10개의 물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할 

물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물표 

와의 거리 / 방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플로터 화면과 레이더 화면을 오버레이 (중첩)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처음 사용하거나 

항구 또는 육지인근에서 레이더를 사용할 때 도움 

이 됩니다.

세미알파(M-알파)

GPS플로터 / 레이더 오버레이

전자헤딩센서 / GPS안테나

NMEA2000 / 12V DC 

세미알파 / 레이더오버레이

헤딩 정확도 ±3˚

전자헤딩센서 / NMEA2000

세미알파 / 레이더오버레이

헤딩 정확도 ±2˚

철선 외부 마스트에 설치 가능

전자헤딩센서와 3G레이더 연동에 필요한 

SIMNET NMEA2000 어댑터 킷 

*설치 환경에 따라 N2K케이블 / T-컨넥 추가



K10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34

레이더

· USB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AIS 표시 기능

· 물표와 배경화면의 다양한 색상 선택

· 견고한 다이캐스트 케이스 및 방수 하우징

· 물표 추적(TT) 기능(최대 30개) 

· 사용자 프로그래밍 기능 키 적용

· 레이더 물표 표시 자동 최적화

· 헤드 업, 코스 업 및 노스 업 표현 모드

· 이코노미 모드, 가드존 알람 및 감시 모드

· 10인치 칼라 LCD 디스플레이

 · 4kW/36nm 돔스캐너 안테나 

주요 기능

10인치, 36nm돔레이더

\ 3,740,000

한글 키 패널
가나다

10인치 칼라  LCD 디스플레이
4kW / 36마일 돔 안테나



타입

사이즈 및 회전속도

상대풍속

빔각도

주파수

펄스길이

최대 출력

믹서, 국부발진기

IF

잡음지수

타입

디스플레이 모드

범위(nm)

항적시간

인터페이스(NMEA0813)

AIS

물표추적

표시

환경

전원

기본구성

안테나부

구분

RF 송신부

기타

지시부

K10

55cm 하이브리드 어레이

60cm Radom, 24RPM

100knots 

수평 4°, 수직 25

9410 +/-30MHz (X-band)

0.08 ㎲/2100 Hz(0.125, 0.25, 0.5, 0.75, 1, 1.5* nm)

0.3㎲/1200 Hz(1.5*, 2, 3 nm)

0.8㎲/600 Hz(3*, 4, 6, 8, 12, 24, 36nm)

* 메뉴에서 1.5, 3nm 범위의 펄스 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kW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Bandwidth: 25MHz (0.08/0.3 ㎲), 3MHz (0.8 ㎲)

10dB(보통)

10″ LED 백라이트, 32-bit TFT 칼라 LCD Display,1024(V) x 768(H)

해드업, 코스업, 노스업, 트루-모션

0.125~36nm

렌지 :  0.125, 0.25, 0.75, 1, 1.5, 2, 3, 4, 6, 8, 12, 16, 24, 36

링 : 0.0625,0.125,0.125,0.25,0.25,0.5,0.5,1,1,2,2,3,4,6,12

15초, 30초, 1분, 3분, 6분, 15분, 30분, 연속

$–APB, $–BWX, $–BWR, $–DBK, $–DBS, $–DBT, $–DPT, $–GGA, $–GLC, $–GLL, $–GTD, $–HDG, $–HDW,

$–HDT, $–MDA, $–MTW, $–RMA, $–RMB, $–RMC, $–VTG, $–XTE

AIS선박 또는 ATON 표시(AIS 데이터 입력 필요)

20개 수동 또는 10자동 + 10개 수동

표시 : 속도, 코스, 범위/방위, CPA/TCPA

속도, 코스, 범위/방위, CPA/TCPA

사용온도: 지시부 -15 ~ +55°C, 안테나 -25 ~ +70°C

10.5 ~ 40.0 VDC, 60W

지시부 / 돔안테나 / 안테나케이블(기본15m) / 전원케이블 / 기본설치자재

3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레
이

더

도면

3
0
4
.3

280.6 252.0 109.6

106.6

135.3

2
8
2
.6

지시부 안테나

160

160604

Cable Entry

4-M10 Fixing holes

400 420

60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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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용제품



S2009 본체   I   ￦ 1,870,000

심라드 S2000 시리즈 제품은 일반 2주파 1kW 기능 및 광대역 1kW 처프 기능까지 가능한 브로드밴드 어군탐지기입니다.  S2009는 9

인치 세로형 제품이며 고해상도를 통해 어군의 상세 분석이 가능하며 직관적인 메뉴키와 다이얼 키를 채택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컴팩트 한 S2000 시리즈는 모든 선박에 쉽게 장착 할 수 있도록 브래킷 또는 매립형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브로드밴드 어탐 모듈 및 처프 기술이 통합된 전용 어군 탐지기

· 깊은 수심 및 빠른 핑 속도

· 9 인치 세로 또는 16 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

· 외부 설치 시에도 이상적인 1200cd의 고휘도 화면

· 매우 밝은 화이트 라인, 화이트마커 및 컬러 지우기 기능으로 선명 영상제공

· 8개의 직접 실행  메뉴 키 및 회전식 다이얼 키

· 브래킷 및 매립 장착 옵션 (브래킷 포함)

· 이더넷을 통한 NMEA 0183 NMEA 2000 연결 가능

중층의 포식자 물고기가 바닥 가까이의 미끼 물고기를

공격하는 고주파 처프 화면

중층의 물고기가 각각 분리되어 보이며 10m에서 

41m 바닥까지 지그선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상

1kW관통형
50/200kHz

어탐 송수파기

어군탐지기 S2009전용제품

심라드 S2000 시리즈의 특징

￦ 770,000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SS502
600W관통형
50/200kHz

￦ 330,000 

37

전
용

제
품



4038

04 휴대용 어군탐지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39

피시헌터휴대용 어군탐지기

FishHunter™  PRO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및 

태블릿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유일한  3개  주파수를 

장착한 무선 휴대용 어탐입니다. 어군탐지기 센서는 보트 뒤에 

던져놓거나  수면에  흘러내리게  하거나,  얼음  구멍에  넣어서 

수온, 수심, 바닥 윤곽과 물고기 위치를 추적합니다.

￦ 264,000

구분

수심 범위

와이파이 범위

최소 수심

송수파기 진동자 갯수

주파수

사용 선속

어탐화면 옵션

물고기 관심 끌기용 조명

무선 연결

출력

배터리 수명

작동 온도

무게

호환기기

최대 45m

 최대 45m

 0.4m

 진동자 1개로 3주파

 381kHz, 475kHz, 675kHz 

 시속 4 km, 2.1 놋트

 일반어탐모드, 어군심벌모드, 등심선 맵핑, 얼음낚시 플래셔 화면

 LED 조명

 와이파이 ( 블루투스보다 4배 빠르며 폰 데이터나 인터넷 연결 필요 없음) 

 300 W

 동작시 10 시간 또는 대기시 500 시간

 -30℃ ~ 35℃

 155g

 GPS 내장형 + 9000 iOS 애플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최대 55m

 최대 60m

 0.4m

 진동자 5개로 3주파

 381kHz, 475kHz, 675kHz 

 시속 3.2 km, 1.7 놋트

 일반어탐모드, 어군심벌모드, 등심선 맵핑, 얼음낚시 플래셔 화면

 LED 조명

 와이파이 (블루투스보다 4배 빠르며 폰 데이터나 인터넷 연결 필요 없음) 

 300 W

 동작시 10 시간 또는 대기시 500 시간

 -30℃ ~ 35℃

 155g

 GPS 내장형 + 9000 iOS 애플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피시헌터 PRO 피시헌터 3D

피시헌터 PRO
Fishhunter™  3D는  송수파기  안에  진동자가  5개가  들어    

있는  3주파  송수파기센서가  채택된  완벽한  휴대용  어군 

탐지기입니다.  Fishhunter™  3D는 수심50m, 범위  60m의 

해저 구조를 사진만큼 정교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 319,000피시헌터 3D

휴
대

용
 어

군
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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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조타장비



HDS 시리즈 조타의 특징

HDS 시리즈 조타 메뉴화면

HDS 시리즈와 연동되는 Lowrance의 새로운 오토파일럿 팩은 선외기 선박의  
케이블식 조타 또는 유압식 조타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 항법 시스템입니다. 

루트나 목적지 또는 자선의 헤딩 방향으로 항해할 때 HDS Gen2 또는 Gen3의 
SmartSteer™ 메뉴에서 제어 됩니다.

VRF(가상 러더 피드백) 기능은 별도의 러더 위치센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작동 범위 : 30m 이내

· 1 기지국 당 리모콘 당 4개까지 연결 가능

· 저저력 소모 및 LED 작동 상태 표시

오토 파일럿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42

항해 조타장비

선외기용 오토 파일럿

WR10 무선 리모콘 / BT1 블루투스 기지국

오토파일럿 결선도

·

·

·

유압 조타 팩

￦ 1,870,000

WR10 무선리모콘+BT1 블루투스 기지국
(1.8m NMEA2000케이블 + T컨넥터)

￦ 550,000

12V DC

IPx5

210 x 188 x 58 mm

1kg

Micro-C

12V, 최대 16A

· NAC-1 오토파일럿 컴퓨터                    · 유압 펌프 0.8L

· Point-1 헤딩/GPS 센서                        · 유압 설치 킷

· 자동/대기 버튼

구분

전원

방수

크기 (W x D x H)

중량

NMEA 입력

NAC-1 드라이버 순간 출력

팩 구성

권장 설치 대상선박

유압 조타 팩

· 선외기 싱글 및 트윈 엔진    · 9m 이하 싱글 엔진 선박



고스트 트롤링 모터의 특징

항해 조타장비 고스트 트롤링 모터

4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샤프트 길이

사용지

설치 위치

설치 유형

360도 탈착

최대 트러스트

전압 

스티어링

리프트 보조

나침반

GPS

보상

47“

담수에서만 사용

선수 측

시저 스타일 마운트

가능

120Lbs At 36v, 97Lbs At 24v

24v 또는 36v

플라이-바이-와이어 스티어링(Fly-By-Wire Steering)

듀얼 액션 가스 스프링

외장형 및 내장형

내장형

3년, 샤프트 평생 보증

HDI 소나 노즈콘

중/고 처프 소나, 455/800 Khz

액티브 이미징 3-in-1

가능

미니 9핀에서 9핀 로렌스 어댑터 포함됨.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길이 11 3/4“, 너비 7 1/4", 4 1/2” 

있음

 있음

Ipx7

소나(송수파기)

포함 

주파수 지원

사용자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나

수심/수온

핀 수

오토파일럿 기능

맞춤 경로

앵커 잠금

헤딩 잠금 

유지 켜짐 

선회 패턴

풋 페달

칫수

플립스위치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축키

방수등급

항
해

 조
타

장
비

· 안정성

· 초-저소음 작동

· 신속한 최고/최저 변속

· 다양한 구성의 풋 페달

· 전기적 간섭 최소화

· 간편한 설치

· 360도 탈착식 장착 가능

· 보관 및 이동 용이

· HDS LIVE, HDS carbon 및 Elite TI2 모델에 적용

· 플라이-바이-와이어 스티어링(Fly-By-Wire Steering)

·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 로렌스 소나

안정적인 동작과 견고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새로운 초-저소음 로렌스 고스트 트롤링 모터의 사용으로 더 오래 낚시하고, 더 빨리 달리고, 

물고기가 놀라서 도망가는 일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스트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트롤링 모터 중에서 추력이 가장 강하고 작동 시간이 가장 긴 혁신적인 브러시리스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로렌스 소나 옵션, 앵커링 기능 등과 3년 보증을 제공하는 고스트는 트롤링 모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터

고스트47inch(담수용)   I   ￦ 4,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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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 통신장비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46

해상용 DSC/VHF 무선전화장치 GX180GPS의 특징

무선 / 통신장비 DSC / VHF 무선송수신기

GX1800GPS

· DSC 테스트 호출 및 자동 DSC 채널변경 선택

· 최대 6척의 선박 GPS 위치에 대한 자동 DSC 폴링

· COMPASS 페이지를 사용하여 웨이 포인트를 입력, 저장 및 탐색 가능

· 항해 관련 정보 (LAT / LON, SOG 및 COG)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 사전 설정 키는 스캔 기능과 함께 최대 10개의 선호 채널을 저장 가능

· 기능 설정 가능한 소프트 키

· 스캔, 우선 스캔 및 다중 감시 등의 기능설정 가능

· 채널 변경, 16/S 및 H/L 키가 있는 잡음 제거 마이크

CT-100

SSM-70H용(RAM-4)

연장 케이블(7m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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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분간)

25 kHz

50Ω

150(W) x 85(H) x 82(D) mm, 0.9 kg

156.025 - 157.425MHz

25W/1W

-80 dBc / -66 dBc (TX:25W/1W)

최대 5kHz

156.050-163.275 MHz

Double - Conversion Superheterodyne

0.25 μV

75 dB 보이스(70 dB DSC)

4.5W

66 채널

-147 미만

일반적으로 5초 (핫 스타트) / 일반적으로 1분 (콜드 스타트)

WGS84

송신부

주파수 범위

송신출력

스퓨리어스 방사 

주파수 편이

수신부

주파수 범위

수신방식

감도(12dB SINAD) 

상호변조

AF 출력

GPS

수신채널 

수신감도

최초 수신시간

데이텀

￦ 1,210,000 (1.6m안테나/3dB, 1/25w)

· 통합66채널 GPS 수신부 내장

·대형 풀-도트 디스플레이 및 E2O(East to Operate) 메뉴 구성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 기능(야간 모드)

·세컨드스테이션 RAM4 마이크(옵션)

·GM(그룹 감시) DSC 위치 호출

·MOB (Man Over Board)

·LED 점멸 표시

· NMEA 0183 연결

SSM-70H

원격접속 마이크

RAM4

HC1600

보호커버(화이트)

CDM550

외부 스피커 (5W/8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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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일반

주파수 범위

통신방식 

사용채널

전파형식 

배터리 

안테나저항

크기 

무게

송신부

송신출력

주파수편이

스퓨리어스발사 

마이크로폰 저항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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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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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40E       ￦ 396,000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48

무선 / 통신장비

FT-7500

FT-7500의 특징

· 선명한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 편리한 인터페이스

· 사용자 200 채널 가능

· 직관적 송수신 신호 표시

· 완벽 전원 장치 / 과전압 보호 및 극성 보호

· 다양한 안테나 호환

· 잡음 억제, 선명한 통화 음질

FT-7500 MF/HF SSB 무선송수신기(Class A)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본체를 사용하고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며, 대형 컬러 LCD 

디스플레이와 직관적 키 디자인, 쉬운 작동 및 완벽한 기능을 갖춘 완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트랜시버 회로의 최적화 된 설계는 

수신 잡음을 향상시키면서 배경 잡음, 강한 간섭 방지 능력, 선명한 호출, 전송 전력을 보장하고 전송 효율을 개선하며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복잡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수신부

주파수 범위

주파수 편차

수신 유형

중간 주파수

오디오 왜곡

오디오 출력

송신부

주파수 범위

주파수 편차

전송 유형

전송 전력

오디오 응답

잔여 주파수 편차

최대 주파수 편차

반송파 억제

DSC

주파수 (조난 시)

주파수 편차 

송수신 유형

변조 / 복조

주파수 오프셋

전송 속도

프로토콜

수신 감도 

500KHz – 29.9999MHz

10Hz

USB (J3E), LSB (J3E), H3E, F1B

64.455MHZ, 455KHZ

≤5 %

 내장 스피커 2W, 외부 스피커 5W

1605kHz ~ 27500kHz

10Hz

USB (J3E), LSB (J3E), H3E, F1B

30W, 50W

+/-3dB of +6dB

≤-40dB

5KHZ 기생 방사선 : ≤25μW

J3E는 40dB 이상, H3E는 36dB 이하

1875MHz, 4.2075MHz, 6.3120MHz, 8.4145MHz, 12.577MHz, 16.8045MHz.

10Hz

F1B

FSK

1700 + 85Hz

100bps

ITU-R Rec 493-13, 541-9

≤0dBuV

30W/50W SSB 무선송수신기

안테나 별도   I   ￦ 3,300,000

4.9m 안테나 포함   I   ￦ 3,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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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8200  ￦1,100,000

일반

하우징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동작

배터리

규격

총중량

406MHz 조난 송신부

주파수

출력

변조 방식

위상 편차

송신 시간

반복률

GPS 수신부

수신부

감도

정확도

위치 포착

안테나

121.5MHz HOMING 송신부

주파수

출력

변조 방식

변조 반복 주기

송신 반복 주기

406.040MHz ±1kHz

5W(37dBM) ±2dB

Bi phase-L

1.1rad ±0.1rad

장문 520ms±1%, 단문 440ms±1%

47.5s~52.5s  

121.5MHz ±3kHz

17dBM ±3dB

AM (3K20A3X)

33%~55%

98% (연속 송신)

ABS 플라스틱

-20°C ~ +55°C

-30°C ~ +70°C

48시간 (최소)

리튬, 유효기간 5년

(W)140mm x (D)119mm x (H)370mm

1.6 kg 

50 채널, L1-1545.42MHz, C/A code

-162dBm (추적시), -148dBM (시작시)

15M이내

32초이내(시작시), 2초(재포착시)

세라믹 패치

무선 / 통신장비 GPS EPIRB

FT-8200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장치

위성 EPIRB란?

FT-8200의 특징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Satellite EPIRB)는 전세계 해상조난 민 안전 

제도(GMDSS)에 속한 해상 안전 통신장비의 한 종류로써, 비상사태로 인하여 

침수 될 때, 수압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이탈, 부상하여 위치와 식별부호가 

포함 된 조난 신호를 송신하는 무선표지설비입니다. FT-8200은 406MHz와 

121.5MHz 주파수를 이용하여 위성 및 인근 SAR 수신기에 신호를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컴팩트한 디자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해상용 설비

· 쉽고 간편한 설치 및 사용자 정보 인코딩

· GPS 수신 모듈 내장

· 고효율의 배터리 전력소비 외부 완벽 보호, 자동 개방 컨테이너

· 배터리 수명 5년

· 신속 정밀한 위성 위치정보 탐색

· GMDSS 요건 만족

· IMO / COSPAS-SARRAT 인증  및 국내적합 인증품

FT-8200  외형케이스 FT-8200  본체



무선 / 통신장비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50

EM-TRAK B100의 특징

· 별도의 전원부가 필요 없는 12/24VDC 겸용 시스템�

· USB, NMEA2000, NMEA0183 (4,800bps 또는 38,400bps)

   멀티 인터페이스

· 소형, 경량으로 설치가 용이

· 국내 형식검정 및 다양한 국제인증 획득

· 스텔스 기능 (송신 ON/OFF) 기본 제공

구분

크기

중량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원

115(W) x 37(H) x 116(D)mm

150g (AIS 송수신기 만)

USB, NMEA 2000, NMEA 0183 38400 / 4800 baud

12 또는 24V DC (최대 9.6~31.2V) / 전력소비 : 2W (평균)

구분

크기

중량

전기 인터페이스

전원

207(W)mm x 155.8(H)mm x 50(D)mm

0.8kg

RS232(NMEA0183) / 38,400bps 양방향

10 ~ 35 VDC / 전력소비 : 0.35A(일반), 2A(최대)

소형,  경량,  NMEA2000,  NMEA0183,  USB  및  SD  카드와  같은  다중  인터 

페이스를 갖춘 B100은 설치 및 구성이 쉽습니다.

B100은 실시간으로 모든 AIS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 및 수신하며 스텔스 모드 기능 

(송신 ON/OFF)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B100

KS-200B

KS-200B의 특징

· IEC62287-1,IEC62287-2, AIS표준 및 AIS SART 표준준수

· RS232(NMEA0183)로 AIS 데이터를 다른 항해 장비로 전송

· CPA경고 또는 AIS SART 긴급 메시지의 AIS 데이터 해석가능

· 선박 주변 최대 40nm 내외로 AIS 데이터 수신 가능   

   (AIS 수신안테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본 구성품

· AIS수신기 본체                   

· 전원케이블

· AIS안테나(기본 3dB)

EM-TRAK B100 EM-TRAK B100

AIS 수신기

Class B AIS 송수신기

KS-200B

￦ 1,320,000

송수신용, 3DB(1.5m)안테나

￦ 1,430,000

송수신용, 6DB(2.5m)안테나

￦ 990,000

RS232(NMEA0183)

VHF안테나

GPS Antenna

VHF Antenna

Chartplotter

NMEA0183 device

Switch Power in

NMEA 2000

Optional PC

Class B AIS
transceiver



AIS안테나

GPS안테나

Display Unit

지시부

GPS plotter
Radar
VDR
ECDIS

KP-708A의 특징

· 국내연안 상세지도 내장  

· 간편하고 쉬운 메뉴조작

· IP67 기준에 의한 완벽한 방진·방수

· 7인치 고해상도 LCD, 800 X 600픽셀

· GPS 안테나 내장 및 외부 안테나 사용가능

· IEC62287-1, IEC62287-2 및 CLASS B AIS표준 준수

구분

크기

중량

화면

입출력단자

동작온도

방수등급

AIS 인터페이스

전원

155(W)mm x 243(H)mm x 82(D)mm

0.6kg

7 인치 Color TFT dayview LCD, 800×600pixels

입력(opto-isolated) x 1 / 출력(RS232) x 1

Display unit: -15℃ to +55℃ / Antenna unit: -25℃ to +70℃

Display unit: IPX6 / Antenna unit: IPX7

RS232(NMEA0183) / 38,400bps

10.5 to 35V DC, current drain<1.0A at 12V

KP-708A GPS플로터 / AIS, Class B

KP-708A + 3db안테나

￦ 1,650,000

KP-708A + 6db안테나

￦ 1,760,000

실제 동작화면

기본 구성품

· 본체                             · 사용설명서              

· AIS안테나                   · GPS안테나

5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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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크기

화면

해상도

동작온도

방수등급

습도

전원

소모전력

송신출력

주파수

205(W) x 85(H) x 173(D)mm (MKD+트랜스폰더)

320 x 240

3.5” 칼라 TFT LCD

-15 °C ~ 55 °C

IPx2

40 °C 에서 95% RH

12~24V DC

평균 9W < @12V DC / 최대 65W < @12V DC

12.5W 또는 1W

156.025 ~ 162.025MHz

무선 / 통신장비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의  필요에  따라  원양용  옵션을  자유롭게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IMO MSC.74(69) Annex3, IEC 61993-2. IEC 60945, 

IEC  61162-1/2,  ITU-R  M.1084-4,  ITU-R  M.1371-4,  ITU-R 

M.825-3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CAMINO-701 Class A AIS 송수신기

CAMINO-701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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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INO-701

￦ 2,640,000

NMEA0183 2포트, NMEA 2000 1포트

USB 1포트

파일럿 플러그

￦ 220,000

상선용 부품

버퍼

￦ 275,000

NMEA 0183 분배용

기본 구성품

· CAMINO-701 AIS 트랜스폰더 유니트     · 정션 박스

· USB-미니 USB연결 케이블(1.8m)          · GPS 및 VHF 안테나    

· 37핀 확장 케이블(1.8m)                            · 3핀 전원선(1m)             

· 취급설명서 및 시설자제



구분

크기

중량

전력소모량

데이터 I/O

내부 GNSS 채널

TDMA 주파수

TDMA 출력

DSC 수신

인 증

공급 전원

사용환경

방수 등급

210mm x 105mm x 138mm (W x H x D)

1.5 kg

12W (0.9A@12V DC)

RS232 38.4k baud bi-directional

NMEA0183 (4800 또는 38400 baud)

16채널

156.025~162.025MHz

12.5W 또는 1W 자동선택

1채널 (156.525MHz, 채널70)

FCC / CE / R&TTE / CCNR MED 인증

IMO 국제표준 준수, 대한민국 전파적합 인증획득

12 ~ 24V DC

-15~+55℃

 IP52

A100 파일럿 플러그 버퍼

A100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CLASS  A  (12.5W)  선박  자동식별장치이며  대양이나 

연근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A100 Class A AIS 송수신기

송신 잠금모드

표준 구성 

￦ 2,530,000
NMEA0183 2포트, NMEA 2000 1포트, USB 1포트
송수신용 안테나 포함

￦ 220,000
상선용 부품

￦ 275,000
NMEA 0183 분배용

Product manual
Mounting template Data cable Power cable

CD

Transceiver

Trunnion bracket

Panel mount brackets

Junction box
Quick

installation
guide

ScrewsGNSS antenna

Quick
operation 

guide

5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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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항해 안전장비



항해 안전장비 전자헤딩센서  

5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항
해

 안
전

장
비

· SOLAS 비 해당 선박용 NMEA 2000 헤딩센서

· 헤딩, 선회율(ROT), 피치 엔 록 출력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센서 기술 적용

· 헤딩 정확도 ±2° (조정 후)

· 장소 관계없는 쉬운 조정과 설치 

· IPX7 방수로 철선의  외부 마스트예 설치 가능

프리시젼-9     ￦ 1,100,000

Point-1      ￦ 396,000

HS60 GPS 콤파스      ￦ 1,540,000

로렌스, 심라드 제품전용 전자 헤딩 콤파스 내장 고성능 정밀 GPS/GLONASS 수신기

Point-1  GPS  콤파스  안테나는  대형선에  적용되는  고가의  GPS  콤파스  기술을 

소형선에 적용시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장착하도록 설계된 착한 가격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놀라운 정밀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자선의 위치와 속도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며, 자선의 위치와 정확한 방위를 제공

전 원    

GPS 위성 수신

수신 주파수

위성 재취득 시간

9~18v DC      

32 채널

L1, C/A code, 1.575 GHz /  

L2 C/A code, 1.602 GHz  

5초  

연 결 

헤딩 정확도

선회율 

콜드 스타트

피치/롤 각도

NMEA 2000 Micro C  

3도/수평 정확도 5m

3도 

50초 

30도에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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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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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및  서브  미터  GPS  위치  정확도보다  우수한  헤딩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GPS 수신 형태    

채널

수평 정확도

크기

GPS L1 Compass

12 채널

1.0m 미만 (95%) (SBAS)

3.0m 미만 (95%) (GPS)

259Lx129Wx45H (mm)

업데이트율

헤딩 정확도

롤/피치정확도 

시리얼 포트

10Hz

2°(RMS)

2°(RMS)

NMEA 2,000x1

업데이트율

헤딩 정확도

롤/피치정확도 

시리얼 포트

25 Hz (헤딩)

0.5° (RMS)  미만

1 ° (RMS) 미만

RS232 x 1/ RS422 x 2

L1 GPS and GLONASS C/A code

270채널

1.0m 미만(95% ) (DGPS)

4.0m 미만 (95%) (자율, SA2없을때)

209Lx668Wx122H (mm)

GPS 수신 형태

채널

크기

HS80A NMEA2000      ￦ 3,630,000

HS80A NMEA0183      ￦ 4,070,000
수평 정확도



· 70mm 카드

· 휴대형 및 착탈식마운트

· 무게 : 295g

· 색상 : 흰색 & 파랑

· 70mm 카드

· 브라켓 + 매립형 마운트

·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V 라이트LED 내장 

· 색상 : 검정

· 95mm 카드

· 브라켓형 마운트

· 4면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V 녹색 라이트LED 내장 

· 색상 : 검정

· 65mm (2.56”) 듀얼카드

· 평면형 마운트

· 12~24V  LED 라이트 내장 

콤파스 

일반제품

항해 안전장비

C3-C3001 (Black)
C3-C3002 (White)     ￦ 88,000

IRIS100BLUE     ￦ 165,000 70NBC / FBC     ￦ 319,000

HB-845 (철선용)     ￦ 770,000

· 100mm 카드

· 브라켓형 마운트

·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V 라이트LED 내장 

· 색상 : 검정

100BC     ￦ 341,000

· 91mm 카드

· 매립형 마운트

· 12~24V LED 라이트 내장

· 색상 : 검정

OFFSHORE 105     ￦ 253,000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56

· 수평 확대 보기와 일반 보기

· 눈금각 : 1도

· 야광카드 적용

· 무게 : 105g

IRIS 50 (휴대용)     ￦ 143,000

OFFSHORE 105용 브라켓 마운트

￦ 55,000

· 101mm 카드

· 매립형 마운트

· 12~24V LED 라이트 내장

· 색상 : 검정

· SOLAS-MED 96/98 승인

OFFSHORE 115     ￦ 352,000



· 100mm 카드

· 브라켓 + 매립형 마운트

·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V 라이트LED 내장 

· 색상 : 검정

· 125mm 카드

· 탁상형 마운트

·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V 라이트LED 내장 

· 색상 : 검정 외

100NBC / FBC     ￦ 429,000 125T     ￦ 638,000

5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휠마크제품

· 100mm 카드

· 매립형 마운트

· 12~24V  LED 라이트 내장

· 색상 : 흑색 

C15 / 150-0063     ￦ 242,000

· 140mm (5.5”) 카드

· 평면형 마운트

· 12~24V  LED 라이트 내장

· 색상 : 흑색 

CHE 0073     ￦ 660,000

· 140mm(5.5”) 카드

· 평면형 마운트

· 자차 수정 보정기 내장 

· 12~24V  LED 라이트 내장 

· 색상 : 백색

CHE-0077 (철선용)     ￦ 880,000

· 130mm 카드

· 매립협 마운트

· 12~24 V LED

· 색상 : 검정

OFFSHORE 135     ￦ 385,00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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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

· 100mm 카드

· 브라켓 마운트

· 12 V LED

· 색상 : 검정

C8-0027     ￦ 330,000 



액티브-XS(Active-XS)는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보다 강한 신호로 증폭시켜 타선의 

레이더 화면에 뚜렷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상에서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첨단  성능의  Echomax  액티브-XS  듀얼밴드  능동형  레이더  반사기는  X와  S  밴드 

레이더의  신호를  모두  증폭시킬  수  있으며  ISO  8729-2  새로운  규격에  따라  제작 

되었습니다.

액티브-X(Active-XS)는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보다  강한  신호로  증폭시켜  타선의 

레이더 화면에 뚜렷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상에서의 충돌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첨단 성능의  Echomax  액티브-X  싱글 밴드 능동형 레이더 반사기는  X밴드 레이더 

(9.3~9.5 GHz)의 신호를 모두 증폭시킬 수 있으며 ISO 8729-2 새로운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주) 사진에 표시된  브라켓은 별매입니다.

주) 사진에 표시된  브라켓은 별매입니다.

레이더 반사기   항해 안전장비

Active-XS (듀얼 밴드)   ￦ 1,540,000

Active-X (싱글 밴드)    ￦ 1,100,000

수신 주파수

작동 온도

사용 전압

대기 모드시 소 비전류

정상 전송시 소비전류

위치 정확도

EIRP

X 밴드 레이더 9.3 ~ 9.5 GHz, S 밴드 레이더 2.9 ~ 3.1 GHz 

- 20 ~ +60 ℃ 

12V DC, +30%, -10% (과전압 및 역전압 보호) 

23mA 이하 

X 밴드 레이더 190 mA, S 밴드 레이더 155mA 

1m 이내 

1W (정상 작동시) 

규격  

안테나

컨트롤 박스

케이블

크기 685(H) x 40.5(Ø)mm  / 무게 573g (케이블 제외) 

크기 92(W) x 51(H) x 38(D)mm  / 무게 99g  

무게 967g  / 길이 24m 3core 0.5mm2

수신 주파수

작동 온도

사용 전압

대기 모드시 소비전류

정상 전송시 소비전류

위치 정확도

호출 레이더의 수 5개

EIRP

X 밴드 레이더 9.32 ~ 9.5 GHz 

- 20 ~ +60 ℃ 

12V DC, +30%, -10% (과전압 및 역전압 보호) 

15mA 이하 

X 밴드 레이더 190 mA, S 밴드 레이더 155mA 

1m 이내 

23 mA 이하(정상 작동시), 10개 : 32mA 이하(통상) 

1W (정상 작동시) 

규격  

안테나

컨트롤 박스

케이블

478(H) x  40.5(Ø)mm  / 무게 327g (케이블 제외) 

크기 92(W) x 51(H) x 38(D)mm  / 무게 99g  

무게 969g  / 길이 24m 2P 0.5mm2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58



영국의 EM230BR 레이더반사기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SOLAS 국제  기준에 따른 

Wheel  Mark  형식승인과 국내 최초로 해양 수산부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써, 

뛰어난 내구성과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월등한 반사성능 등 그 우수성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기로써는 유일하게 NATO의 물품번호(5840-99-742-6193)에 등재 

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및 핵잠수함에 납품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제품입니다.

영국 국제공인 기관에 의한 EM230BR의 반사면적(RCS)은 최대 24m2로써 국제 국내 

기준  10m2의  2배가  넘는  놀라운  반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능으로 

악천후시 타 선박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되어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레이더 반사기를 사용하여야 합니까?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대형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쉽게 노출되므로 대형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때 레이더 반사기는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여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 반사기를 의무 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국제해사기구 

(IM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9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M-230BR    ￦ 275,000

HY-JJ6   ￦ 187,000

레이더반사기 반사면적 (RCS) 성능  및 규격  

수평반사 특성

수직반사 특성

크기

무게

최대 24m2 (국제 국내 기준 최대 10m2 )  

RCS 2.5m2 ＞300° (국제 국내 기준 ＞240°)  

RCS 0.625m2±15% ＞256°(국제 국내 기준 ＞240°) 

610(H) x 245(Ø)mm 

2.5kg 

국토해양부 형식승인

특허출원

크기

무게

제2008-058호  

10-2007-013654  

270mm(L) x 555mm(H)  

3.4kg 이내

국내 제조 보급형 레이더 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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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Cr5 Pentabeam™ 테크놀로지 

· 리모트 컨트롤 작동

· 370°(수평)  x 135°(수직) 동작

· 225,000 칸델라, 5.5 A

· 최대 빔 도달 거리 949m 

· UV 코팅 및 내염성 

· 육/해상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방수 모델 

· 고정 거치 및 이동형 거치 옵션 선택 

· 방수형 리모컨 

· 입력전압 : 11.5v ~ 14vDC 

   (24vDC 및 220vAC 는 별도의 전원부 사용) 

· 작동온도 : - 40℃~ 95℃

43W  안정기와  고감도  반사경을  적용하여,  Gear  시리즈  중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빛의 직진성과 
확산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며, 남성적인 파워와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탐조등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램프 : Xenon HID, 43W 

· 최대광속(밝기) : 4,100lm 

· 램프수명 : 2,000 ~ 2,500Hrs 이상 

· 입력전압 : DC 10 ~ 18V 

· 소모전류 : 4V 

· 본체크기(mm) : 91 x 244 x 144 

· 본체무게(kg) 1.53kg (배터리 제외) 

35W  안정기와  고감도  반사경을  적용하여,  Gear  시리즈  중 
보급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미려한 가공과 컴팩트한 설계로 편안한 
느낌의 외관에 파워풀한 광량을 뿜어내는 최신 제품입니다.

· 램프 : Xenon HID, 35W 

· 최대광속(밝기) : 3,500lm 

· 램프수명 : 2,500 ~ 3,000Hrs 이상 

· 입력전압 : DC 10 ~ 18V 

· 소모전류 : 3.5V 

· 본체크기(mm) : 98.8 X 246 X 144  

· 본체무게(kg) 1.53kg (배터리 제외)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60

GOLIGHT GT 할로겐 시리즈

GOLIGHT GT 할로겐 시리즈의 특징

휴대용 HID 제논 시리즈

· 대쉬마운트 유선조이스틱

· 6.2m 연결케이블

2020 GT   ￦ 374,000

H-Gear   ￦ 1,320,000 M-Gear   ￦ 1,100,000

· 무선 리모컨 

2000 GT   ￦ 440,000

· 차량 12v(dc)시거잭   

· 유선리모컨 (케이블 5.8m) 

· 탈착식 거치 마운트 

5149   ￦ 330,000

선박용 써치라이트   항해 안전장비



· 10 High Flux LED’s

· 370 °(수평) x 135 °(수직) 동작

· 410,000 칸델라, 최대 빔 거리 1,280m

· 12VDC 하이토크 모터 내장(탐색시간단축)

· UV 코팅 및 내염성

· 육/해상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방수 모델

· 사용전압: 11.5~14VDC (13.8V에서 3.7A)

· 작동온도: -40℃ ~ 95℃

내충격 바디를 채용하여 본체바디는 가볍고 뛰어나지면 부식에 강하고 높은 강도의 항공기용 알루미늄 소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안정성을 갖춘 파나소닉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잠시간 점등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제논 HID램프를 채용하여
빛의 안정성, 내 충격성, 램프수명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에 따라 스포트반사경 / 확산반사경으로 반사경 교체가 가능합니다.

· 출력 : 30W / 50W

· 최대광속(밝기) : 30W : 3200lm / 50W : 5200lm 

· 램프수명 : 3,000Hrs

· 입력전압 : DC 12V : AC100~240V 

· 방수 : 최대 70m

· 본체크기(mm) : 230 X 84 X 135  

· 본체무게(kg) : 1.2kg

6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GOLIGHT GT LED 시리즈의 특징

GOLIGHT GT LED 시리즈

휴대용 HID 제논 써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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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마운트 유선리모콘

· 6.2m 연결케이블

20214 GT   ￦ 803,000

· 대쉬마운트 유선리모콘

· 6.2m 연결케이블

20204 GT   ￦ 803,000

· 휴대용 무선 리모컨

20004 GT   ￦ 880,000

GOLIGHT RadioRay LED Light Beam Dimensions

m(ft) 25(82) 50(164) 100(328) 200(656)

656 Lux 164 Lux 41 Lux 10 Lux
27(88)

Beam Width

Illuminance (Lux)

Peak Beam Intensity : 410,000 Candela

Maximum Beam Distance : 1,280m / 4200 ft

Beam Angle : 8˚

656 164 41 10

FL1 STANDARD

1280m

410,000cd

FL1 STANDARD

기본구성품

· 방수케이스   · 타이   · 필터유리   · 차량용충전기

SLD-3050   ￦ 990,000



· 10 High Flux LED’s

· 370 °(수평) x 135 °(수직) 동작

· 544,000 칸델라, 최대 빔 거리 1,475m

· 악조건에 강한 고품질 UV코딩 바디

· 12VDC 하이토크 모터 내장(탐색시간단축)

· UV 코팅 및 내염성

· 육/해상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방수 모델

· 영구적 사용 스테인레스 마운팅 플레이스

· 사용전압: 11.5~14VDC (13.8V에서 3.7A)

· 작동온도: -40℃ ~ 95℃

STRYKER LED 시리즈

STRYKER LED 시리즈의 특징

항해 안전장비 선박용 써치라이트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62

LED Light Beam Dimensions

m(ft) 25(82) 50(164) 100(328) 200(656)

870 Lux 218 Lux 55 Lux 14 Lux

Illuminance (Lux)

Peak Beam Intensity : 544,000 Candela

Maximum Beam Distance : 1,475m / 4,839 ft

Beam Angle : 8˚

544,000cd

FL1 STANDARD FL1 STANDARD

1475m

870 218 55 14

27(88)
Beam Width

· 대쉬마운트 유선리모콘

· 6.2m 연결케이블

30214   ￦ 968,000

· 대쉬마운트 유선리모콘

· 6.2m 연결케이블 

30204   ￦ 968,000

· 휴대용 무선리모콘 

30004ST   ￦946,000

· 휴대용 무선리모콘 

30514ST   ￦ 946,000



항해 안전장비

질소가  충전된  방수 쌍안경이므로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내부에  질소 충전을 하지 않을시 1~2년정도 

지나면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렌즈에  막이  생겨서  밝기 및 해상도 등 광학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7 x 50 배율 쌍안경 중, 가장 표준형으로 안정적인  배율을 가지고  있다. 선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7x50 배율의 구경은 시각적으로 

사물의 흔들림을 감소하므로 눈의 피로를 줄이므로, 삼각대 장착 없이 장시간 편안하게 관측할 수 있다. 

마린 및 아웃도어용 쌍안경

이태리 KONUS 쌍안경

배율

사출동공

방수, 질소충전

코팅

프리즘글라스

1000m 가시도

포커스

무게

기타

7x 50

6.8mm

O

멀티코팅  

BAK-4

132m

좌/우 개별포커싱

0.89kg

나침반/거리계 내장, 나침반 뷰 램프
토네이도       ￦ 275,000

배율

사출동공

방수, 질소충전

코팅

프리즘글라스

1000m 가시도

포커스

무게

기타

10 x 50

5mm

O

풀멀티코팅

BAK-4

94m

센트럴 포커싱

0.9kg

롱 아이릴리프
엠퍼러       ￦ 264,000

배율

사출동공

방수, 질소충전

코팅

프리즘글라스

1000m 가시도

포커스

무게

7x 50

6.8mm

O

멀티코팅

BAK-4

123m

센트럴 포커싱

0.87kg
내비맨-2       ￦ 165,000

배율

사출동공

코팅

프리즘글라스

1000m 가시도

포커스

무게

7x 50

7.1mm

루비코팅

BAK-4

96m

고정(오토포커싱)

0.77kg스포티       ￦ 77,000

6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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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측정 및 선박관리장비



보트 또는 해양 스포츠용으로 사용 될 튼튼하고 뛰어난 전문 해상용 휴대형 GPS를 찾으시는 분께 소개 해드립니다. GPSMAP 78는 휴대용 

GPS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Garmin社 제품으로써 한글 메뉴, 한글 지명이 탑재 된 상세 한국 연안지도를 제공하며 전문 해상용 제품답게 

고무 그립에 물에 뜰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수신률과 높은 측위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기타 측정 및
선박관리장비 휴대용 GPS 및 휴대용 측심계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66

휴대용 GPS 

휴대용 측심계

· 한글지명의 상세 연안 전자지도 기본 탑재

· 무선 공유

· 강력한 GPS 수신 기능

· 지도 추가 

· 컴퓨터 연결 

· 지오캐시 

구분

제품 크기(WxHxD) 

화면 크기(WxH)

해상도(WxH)

화면 타입

무게

배터리

사용 시간

방수

고감도 수신기

연결 인터페이스 

2.6" x 6.0" x 1.2" (6.6 x 15.2 x 3.0 cm)  

1.43" x 2.15" (3.6 x 5.5 cm), 대각선 2.6" (6.6 cm)  

160 x 240 pixels  

반투과형 6만5천 칼라 TFT 액정 

218.3g (배터리 포함) 

AA 건전지 2개 

20 시간 

IPX7 (물에 뜸) 

Yes  

USB 2.0, NMEA 0183 

· 송수파기 내장형

· 전원 : 9V 배터리로 10초씩

            500번 사용가능 

· 주파수 : 200kz (빔각 6°) 

· 방수 : 50 m까지 

· 측정범위 : 0.6 - 79m 

· 크기 : 198 x 42mm 

· 중량 : 300 g (배터리 포함) 

SM-5     ￦ 440,000

· 송수파기 외장형

· 전원 : 9V 배터리로 10초씩 

              500번 사용가능 

· 주파수 : 200kz (빔각 24°) 

· 측정범위 : 0.6 - 79m 

· 방수 : 생활방수

· 크기 : 198 x 42mm 

· 중량 : 300 g (배터리 포함) 

SM-5A     ￦ 561,000

· 송수파기 내,외장형

· 전원 : 9V 배터리로 10초씩 

              500번 사용가능  

· 측정범위 : 0.6 - 79m 

· 주파수 : 200kz   

· 크기 : 198 x 42mm 

· 방수 : 50m(송수파기 내장시)  

· 중량 : 300 g  

· 케이블 길이 : 3.6m(송수파기 외장시) 

SM-5B     ￦ 671,000

GPSMAP 78     ￦ 517,000



6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기타 측정 및
선박관리장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중부착생물(따개비류, 조류 등)을 퇴치하는 첨단 제 

품입니다. 

따개비로 인한 선박 바닥의 청소 회수를 대폭 줄여주는 

것은  물론  유류  절감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구분

입력 전원

전력소모

송신출력

방수

2단계 수면모드

기능

입력 전원 : 12VDC

작동시 평균 500mA @ 12VDC, 

대기시 평균 15mA @ 12VDC

송신출력 :  50W (최대)

방수 : 본체 IP65 등급/송신 센서  IP67

2단계 수면모드 : 3 또는 6시간 선택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면 자동 중지 기능

과전압 보호 기능

송파기 x 2 

· 1 x HULLSONIC20 컨트롤 모듈

· 2 x HullSonic 송수파기, (Model HS-50) 1 x 5m 케이블, 1 x 10m 케이블

· 2 x 송수파기 고정용 마운트

· 1 x 송수파기 고정용 에폭시 킷          · 1 x 록타이트          · 1 x 설명서

1) 선체 길이 10m 까지 : HULLSONIC 20 1 세트(2센서 기본) 시공

2) 선체 길이 20m 까지 : HULLSONIC 20 2 세트 (4센서 기본) 시공

초음파 방오장비(따개비방지 장비)

HULLSONIC 20

제품 구성

HULLSONIC 20을 사용한 선박

HULLSONIC 20을 미장착 선박 

선체 길이별 시공 예

무
선

 / 통
신

장
비

HULLSONIC 20     ￦ 1,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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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A 신호 분배기 / 변환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70

NMEA 신호
분배기 / 전환기

· 절연된 전원부 

· 12개의 RS422 출력, 3개의 RS232 출력 및 1 개의 속도 폐쇄 신호

   (또는 15개의 RS232 및 1 개의 속도 폐쇄 신호)

· 38400 까지의 Baud Rate 속도

· 절연 된 입력 신호 

· 모든 채널 출력은 분리

· 두 개의 독립적인 NMEA 분배상자로 사용가능

· 전원 : DC 24V

NMEA 신호 분배기 / 변환기

NMEA 0183 분배기 

NMEA 2000  신호 변환기 

KMD-550      ￦ 440,000

· 절연된 전원부 

· 8개의 RS422 출력, 2 개의 RS232 출력 

  (10개의 RS232 출력만으로도 구성 가능)   

· 38400 까지의 Baud Rate 속도

· 절연 된 입력 신호 

· 모든 채널 출력은 분리

· 두 개의 독립적인 NMEA 분배상자로 사용 가능

· 전원 : DC 24V

KMD-210       ￦ 275,000

· NMEA 0183을 NMEA 2000으로 업그레이드

· NMEA 2000과 NMEA 0183 간의 전환 

· NMEA 2000 준수 NMEA 0183 규정 준수 

· 컴팩트한 크기로 설치가 용이

· NMEA 0183과 NMEA 2000 간의 통합시 회로 보호를 위해 완전한 

   갈바닉 절연

· 환경 조건 : 작동 -20°C~+55°C

                       보관 -25°C~+70°C

                       방수 IP54

· 중량 : 약 150g 

· 케이블 길이 : NMEA2000 0.1m / NMEA0183 1m 

· Baud Rate : 4800(출고시), 9600, 38400 bps

· CAN Bus 에서 공급 전압 : 12V DC / 24V DC(통상)NK-80       ￦ 275,000



7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NMEA0183 멀티플렉스

MGM-100     ￦ 242,000

3개의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통합하여 출력하는 멀티플렉스

· 2x NMEA 0183 4,800bps inputs (TTL, RS-232, RS-422)

· 1x NMEA 0183 38,400bps inputs (TTL, RS-232, RS-422)

· 1x NMEA 0183 38,400bps outputs (standard RS-422)

· Isolated NMEA 0183 inputs (RX)

· 2 Kbit EEPROM for storing configuration

· 9-18V power supply

· On-board signal indicator LEDs

   (NMEA signal status & power status)

MGC-100     ￦ 275,000

NMEA 신호변환기

· Type A : AIS class B NMEA0183 to NMEA2000 signal converter

· Type B : Heading/Wind/GPS NMEA2000 to NMEA0183 signal

                    converter 

 

· 1x NMEA 0183 output (isolated)   4800 or 38400 bps

· 1x NMEA 0183 input (isolated)  4800 or 38400 bps

· 1x NMEA 2000

· 9-18V power supply

· Status LEDs

· 2 Kbit EEPROM (configuration)

N
M

E
A

 신
호

 분
배

기
/전

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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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안테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74

선박용 안테나 선박용 무지향성 TV 안테나

컴팩트한 사이즈와 함께 뛰어난 외관과  오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태리 Glomex 사의  해상용 무지향성 TV  안테나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새로워진 V9125/12 TV 안테나는 원형 형태에 샤크핀과 같은 형태의 수직돌기판을 

구성하여 수직으로 들어오는 TV신호까지 잘 수신되도록 설계되어습니다. 수평 TV 신호는 물론 수직 TV 신호 하나까지도 놓치지않고 

수신하는  GLOMEX 해상용 TV 안테나로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TV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250 mm 

120 mm (샤크핀 포함 151 mm) 

25 mm 

350 g (샤크핀 포함 405 g) 

U.V. 보호 ASA 

360 °, 수평 / 수직 

75 ohms 

40/890 MHz 

26 dB 

2,2 dB 

12/24 VDC, 20 mA  

2 대

V9125         ￦ 220,000

안테나 지름

안테나 높이

베이스 지름

안테나 무게

재질

수신 각도 및 극성

임피던스

주파수 범위

평균 감도

노이즈 팩터

사용 전원 및 소비전력

최대 TV 구성

370 mm 

185 mm (샤크핀 포함 240 mm) 

25 mm 

900 g (샤크핀 포함 975 g) 

U.V. 보호 ASA 

360 °, 수평 / 수직 

75 ohms 

40/890 MHz 

27.5 dB 

2,1 dB 

12/24 VDC, 20 mA  

2 대

V9112         ￦ 330,000

안테나 지름

안테나 높이

베이스 지름

안테나 무게

재질

수신 각도 및 극성

임피던스

주파수 범위

평균 감도

노이즈 팩터

사용 전원 및 소비전력

최대 TV 구성

370 mm 

185 mm (샤크핀 포함 240 mm) 

25 mm 

900 g (샤크핀 포함 975 g) 

U.V. 보호 ASA 

360 °, 수평 / 수직 

75 ohms 

40/890 MHz 

36 dB 

2,1 dB 

12 VDC, 120 mA  

6 대
V9150         ￦ 715,000

안테나 지름

안테나 높이

베이스 지름

안테나 무게

재질

수신 각도 및 극성

임피던스

주파수 범위

평균 감도

노이즈 팩터

사용 전원 및 소비전력

최대 TV 구성



7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선박용 안테나 DGPS / GPS 안테나

760 g (케이블 제외) 

138 dia.×151H mm  

15m 

GPS -18채널, 1575.42 MHz, C/A code 

DGPS – 2채널, 283.5kHz ~ 325.0kHz까지 500Hz씩 

자동/수동 설정 

10.8~31.2V DC, 2.5W 

IEC 60945-2002 (exposed category), IPX6 

2 drms, S/A off, PDOP3 : 5m (비콘), 

8m (SBAS), 10m (GPS 단독) 

S/A off, PDOP3 : 0.1 knots (beacon)

통상 50 초/ 콜드 스타트, 45 초/웜 스타트, 20 초/핫 스타트 DGPS 안테나 GB380         ￦ 1,320,000

중량

크기

케이블

채널/주파수

입력전원

사용환경

정확도

속도 정확도

위치 포착시간

220 g (케이블 제외) 

Ø 85mm x 91mm (H) 

RG58 10 m (BNC or TNC) 

1575.42 ± 1.023MHz 

28 dB 

4 ~ 6 V DC (25mA) 

-30 ℃ ~ +85 ℃ 습도 95% RH 

GPS 안테나 GA660         ￦ 132,000

중량

크기

케이블 및 콘넥터

주파수

감도

입력전원

사용환경

250 g (케이블 제외) 

Ø 85mm x 91mm (H) 

5가닥 케이블(전원2/신호3) 

1575.42 ± 1.023MHz 

25 dB ± 2dB 

12 V DC (1.08W) 

-20 ℃ ~ +75 ℃ 습도 5~95%  

중량

크기

케이블 및 콘넥터

주파수

감도

입력전원

사용환경

선
박

용
 안

테
나

GPS 안테나 GP 180 (수신부 내장형)        ￦ 275,000



선박용 VHF 안테나

선박용 안테나 선박용 VHF 및 기타 안테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76

RA112CR     

￦ 121,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일체형

156~162MHz

50Ω

100W

1.5m

3dB

4.5m, RG58/U

RA104SS(접이식 스텐마운트 일체형)

￦ 132,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일체형

156~162MHz

50Ω

100W

1m

3dB

4.5m, RG58/U

RA109SS (RIB, 고속파워보트용)

￦ 132,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분리형

156~162MHz

50Ω

100W

0.9m

3dB

4.5m, RG58/U



선박용 VHF 안테나

선
박

용
 안

테
나

7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K-24VR

￦ 220,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일체형

156~162MHz

50Ω

150W

2.4m

6dB

10m, RG58/U

K-16V 

￦ 121,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분리형

156~162MHz

50Ω

150W

1.6m

3dB

K-26V

 ￦ 198,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분리형

156~162MHz

50Ω

150W

2.6m

6dB



선박용 안테나 선박용 VHF 및 기타 안테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78

HF/SSB 안테나

P6501     ￦ 385,000
(HF/SSB 4.9M ULTRAGLASS 안테나)

주파수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연결형

HF/SSB 2-30MHz

1kw PEP

4.9m (2단)

6dB

선박용 고감도 VHF 안테나

PRA518     ￦ 660,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6m, RG-8X 케이블 일체형, PL259(M타입)

156-162MHz

50Ω

100W

5.3 m (2단/2.65m x 2)

9dB



선박용 AIS 안테나 AM/FM 안테나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RA128/25     ￦ 132,000K-16A     ￦ 143,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분리형

161.975 / 162.025 MHz

50Ω

150W

1.6m

3dB

K-26A     ￦ 220,000

주파수

임피던스

최대출력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분리형

161.975 / 162.025 MHz

50Ω

150W

2.6m

6dB

주파수

임피던스

안테나 길이

감도

케이블 일체형

AM 550-1600 KHz, 

FM 88-108 MHz

93Ω

1.5m

3dB

25m 동축케이블

79

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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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탐 송수파기



어탐 송수파기

어탐 송수파기 로렌스용 송수파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82

선체 부착형

·  83/200kHz 

·  수심, 수온  

·  적용기종 : HDS, Elite-HDI, 

                       Elite-CHIRP

· 83/200kHz 

· 수심, 수온  

· 적용기종 : HDS 

· 가이드모터 또는 선내부착형

·  83/200kHz+455/800kHz 

·  수심, 수온  

·  브로드밴드 어탐+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Elite 시리즈, HDS Touch

· 200kHz

· 기능 : 어탐

· 수심,수온

· 적용기종 : HOOK2 4X / 4X GPS

· 50/200kHz (600W) 

· 수심 

· 적용기종 : HDS 

· 선내부착형

· 50/200kHz 

· 수심, 수온  

· 적용기종 : HDS, Elite-HDI, 

                      Elite-CHIRP

HST-WSBL     

￦ 132,000

HST-DFSBL     

￦ 209,000
PDT-WBL     

￦ 143,000

P79     

￦ 242,000

HDI 83/200+455/800 4주파

￦ 231,000

TD 불렛

￦ 99,000

· 200kHz+455/800kHz

· 기능 : 어탐 + 다운스캔

· 수심,수온

· 적용기종 : HOOK2 5/7/9 스플릿

TD 스플릿

￦ 165,000

· 200kHz+455/800kHz

· 기능 : 어탐 + 다운스캔 + 사이드스캔

· 수심,수온

· 적용기종 : HOOK2 5/7/9 트리플

TD 스플릿

￦ 286,000

· 50/200kHz + 455/800kHz 

· 수심, 수온 

· 브로드밴드 어탐+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Elite 시리즈, HDS Touch

HDI 50/200+455/800 4주파

￦ 385,000



8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선체 관통형  

· 50/200kHz + 455/800kHz, 신주 

· 수심, 수온  

· 브로드밴드 어탐+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Elite/Mark HDI 시리즈,

                      HDS/Elite Ti

B148

￦ 715,000

어
탐

 송
수

파
기

· 50/200kHz 

· 수심, 수온  

· 적용기종 : HDS 

· 83/200kHz 

· 수심  

· 적용기종 : HDS

· 50/200kHz (1kW용) 

· 수심/수온, 수심 3P, 수온 2P

P319     

￦ 330,000

SS502

￦ 330,000

707-50/200T     

￦ 770,000



· 455/800kHz, 플라스틱+스테인레스 

· 수심, 수온  

· 사이드스캔, 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LSS-HD, HDS Touch 

LSS-HD (LSS-2 싱글)

￦ 825,000

· 455/800kHz, 신주(BRONZE) 

· 수심, 수온  

· 사이드스캔, 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관통형 송수파기 2개 + Y 케이블 

· 적용기종 : LSS-HD, HDS Touch

· 고속용 설치블록 제외

LSS-HD (LSS-2  페어)

￦ 1,870,000

· 50/200kHz + 455/800kHz, 신주 

· 수심, 수온  

· 브로드밴드 어탐+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Elite/Mark HDI 시리즈, 

                      HDS/Elite Ti

                     

B148

￦ 715,000

어탐 송수파기 이미지 소나용 송수파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84

거치형

관통형

· 일반 : 200kHz/고처프, 83kHz/중처프

· 사이드 스캔 :455/800kHz

· 수온

· 일반어탐, 사이드스캔, 다운스캔

· 일반 어탐 : 83/200 kHz 

· 이미지 어탐 : 455/800 kHz

· 처프 어탐 : 중주파/고주파

· 출력 : 500W

· 재질 : 강화플라스틱

· 수온센서 포함

· 455/800kHz 

· 수심, 수온 

· 사이드스캔, 다운스캔 이미지어탐 

· 적용기종 : LSS-HD, HDS Touch

액티브 이미징 3 in 1   

￦ 550,000  

Totalscan  로렌스 전용 송수파기     

￦ 550,000

LSS-HD (LSS-2 거치형)

￦ 495,000

· 일반 : 200kHz/고처프, 83kHz/중처프

· 사이드 스캔 :455/800kHz

· 수온

· 일반어탐, 사이드스캔, 다운스캔

액티브 이미지 3 in 1(싱글)      

￦  880,000

· 일반 어탐 : 83/200 kHz 

· 이미지 어탐 : 455/800 kHz

· 처프 어탐 : 중주파/고주파

· 출력 : 500W

· 재질 : 강화플라스틱

· 수온센서 포함

Totalscan     

￦ 880,000



8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어
탐

 송
수

파
기

어탐 송수파기 일반 어탐용 송수파기 및 기타 센서

선체 관통형 

· 50/200kHz (600W용) 

· 수심(3P)

· 50/200kHz (600W용) 

· 수심/수온  

· 수심 3P, 수온 2P

201-50/200     

￦ 253,000

201-50/200T     

￦ 275,000

· 고출력용 신주 송수파기 

· 50/200KHz(1.5KW용) 

· 수심 50KHz-3P, 200KHz-3P

· 수온 2P

706-50/200T

￦ 825,000

· 50kHz(1kW용)

· 수심(3P)

· 적용기종 : 출력 1Kw까지의

                      단주파 모든 기종

550-50

￦ 385,000

· 200kHz(1kW용)

· 수심(3P)

· 적용기종 : 출력 1Kw까지의

                      단주파 모든 기종

550-200      

￦ 385,000



어탐 송수파기 일반 어탐용 송수파기 및 기타 센서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86

선체 관통형 

선체 관통형 선체 부착형 

선체 관통형 기타  센서  

· 고출력용 신주 송수파기 

· 50/200KHz(1.2KW용) 

· 수심 3P, 수온 : 2P

707-50/200T(일반용)

￦ 737,000

· 50/200kHz (600W용) 

· 수심 3P, 수온 2P

B744V      

￦ 715,000

· 50/200kHz (1kW용) 

· 수심 3P,  수온 2P

B258      

￦ 1,100,000

· 50kHz (600W용) 

· 수심(3P)

· 출력 1Kw까지의  단주파

고무 송수파기 TGM60-50-10L

￦ 385,000

· 50/200kHz (600W용) 

· 수심(5P)

· 2주파

고무 송수파기 TGM50/200X-12L

￦ 880,000

· 200kHz (600W용)  · 수심(3P)

· 출력 1Kw까지의  단주파

고무 송수파기 TGM50-200-10L 

￦ 385,000

· 200kHz(1.2kW용)  · 수심(3P)

· 출력 1.2kW까지의 단주파

고무 송수파기 TGM50-200B-12L

￦ 660,000

· 10kΩ

부착형 수온센서 5237-T     

￦ 110,000

· 10kΩ 또는 5kΩ

관통형 수온센서 TS200     

￦ 132,000

· 50/200kHz(600w용) 

· 수심3P, 수온2P  

· 적용기종 : HDS

SS502

￦ 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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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브라켓
 / 연동 케이블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88

안테나 브라켓

· 수직/수평으로 회전가능

· 22mm~25mm의 레일 설치 

· 나이론 보강, UV 코팅 

· 길이 2.4m 안테나까지 사용

· 케이블홀 굵기 25mm

RA125      
￦ 36,300

· 나이론 보강, UV 코팅 

· 높이 10cm   · 무게 50g

· 케이블홀 굵기 25mm 

V9175      
￦ 16,500

· 스텐레스 4 way

· 중량안테나용

· 일자형 레버

TW-37스텐중량      
￦ 66,000

· 스텐레스 4 way

· 일반안테나용

· 일자형 레버

TW-96스텐      
￦ 55,000

· 스텐레스

· 수직/수평으로 회전가능

· 22mm~25mm 레일설치

TW-48스텐레일      
￦ 49,500

· 스테인레스 

· 길이 10cm

· 무게 225g

TW-70스텐고정      
￦ 16,500

· 나이론 4way

· 경량안테나 거치대

· 무게 213g

TW-15나이론
￦ 13,200

· 22mm~25mm 레일설치

· 무게 106g

TW-19나이론레일고정
￦ 14,300

· 나이론

· 길이 3.8cm

· 무게 26g

TW-17나이론고정
￦ 6,600

· 스테인레스 

· TV 안테나 거치대 

· 높이 15cm 

· 케이블홀 굵기 25mm

V9124      
￦ 45,000

· 스테인레스 316 

· 사이즈 301.5(W) X 180(D) X 65(H)

· 무게 2.6kg

· 레이더 장착 후 상,하,좌,우 4방향 조절가능

· 경사 및 곡선 케빈(지붕) 장착가능

· 사용기종 HALO24, HALO20+, HALO20, 3G, 4G

레이더마운트      
￦ 2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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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브라켓
 / 연동 케이블

89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연동 케이블

로렌스용 케이블 

· HDS 시리즈 및 Elite 시리즈용 케이블 · 비디오 입력 케이블

· 전원케이블과 본체 사이에 접속하여 사용

· HDS Touch 12, 9 시리즈에서만 사용 가능

· 해당 모델 : HDS, Elite

· 타사 어탐기에서 사용하던 송수파기를 

   HDS용으로 전환

· 7 pin 컨넥터용

PC-30 전원케이블

￦ 40,000

비디오 어댑터 케이블

￦ 88,000

· 해당 모델 : HDS, Elite

· 길이 : 6m

· 7 pin 컨넥터용

· 이미지어탐 송수파기 연장 케이블 (6m)

· 9 pin 컨넥터용

HDS 시리즈 송수파기 연장케이블

￦ 68,000

이미지소나 송수파기 연장 케이블

￦ 77,000

· HOOK2 시리즈 전원 케이블

전원케이블 HOOK2

￦ 30,000

· HOOK2 시리즈 7핀 송수파기 어댑터

· 용도 : 7 pin 송수파기를 HOOK2에 

              연결 

· HOOK2 시리즈 9핀 송수파기 어댑터

· 용도 : 9 pin 송수파기를 HOOK2에 

              연결 

7 PIN TD ADAPTER TO HOOK2

￦ 55,000 

9 PIN TD ADAPTER TO HOOK2

￦ 66,000 

· HOOK2 불렛 송수파기 연장 케이블(3m)

HOOK2 TD 불렛 3M 연장 케이블

￦ 66,000

HDS 시리즈 송수파기 컨넥터(7 pin용)

￦ 40,000



로렌스용 케이블 

안테나 브라켓
 / 연동 케이블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90

연동 케이블

레이더 케이블 

· HOOK2 송수파기 트리플/

   스플릿 연장 케이블(3m)

· 7핀에서 9핀으로 변환 어댑터

HOO2 TD 트리플/스플릿 연장 케이블

￦ 66,000 

7 TO 9 PIN ADAPTER KIT

￦ 55,000 

HALO 돔 레이더 케이블 5m

￦ 132,000

HALO 돔 레이더 이더넷 아답터 케이블 1.5m

￦ 55,000

이더넷 케이블 

· 이더넷케이블 

· 50피트(15m)

· 5m

· 1.5m

· 10m · 20m · 30m

ETHEXT-50YL

￦ 143,000

· 이더넷케이블 

· 25피트(7.5m)

ETHEXT-25YL

￦ 88,000

· 이더넷케이블 

· 15피트(4.5m)

ETHEXT-15YL

￦ 63,000

· 이더넷케이블 

· 6피트(1.8m)

ETHEXT-6YL

￦ 48,000

HALO 돔 레이더 케이블 10m

￦ 176,000

HALO 돔 레이더 케이블 20m

￦ 253,000

HALO 돔 레이더 케이블 30m

￦ 330,000



9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NMEA 2000용 케이블 킷 

로렌스용  엔진 연결 케이블  

· 4.5m 케이블과 T컨넥터 포함 
· Four Stroke : F50, F60, F75, F90, 
   F115, F150, F200, F225, F250 �
· Two Stroke : HPDI Models 
   (Z or VZ models) 
   50, 200, 225, 250, 300

야마하 엔진 인터페이스 케이블

￦ 121,000

· 4.5m 케이블과 T컨넥터 포함 
· 2006년식 : 200, 200HO, 225, 
   225HO, 250 �
· 2007년식 : 115, 150, 150HO, 175
   + 상기 모델 (2006년식)�
· 2008년식 : 40, 50, 60, 75, 90 + 
   상기 모델 (2006~7년식)

에빈루드 엔진 인터페이스 케이블

￦ 121,000

· 4.5m(N2KEXT-15RD) 케이블
· 0.6m(N2KEXT-2RD) 케이블 
· 전원 케이블(N2K-PWR-RD) 
· 터미널 저항 2개(TR-120M-RD,
   TR-120F-RD) 
· T컨넥터 2개(N2K-T-RD)

· NMEA2000용 전원케이블 모델
· NMEA2000 연장 케이블(6m)
· NMEA2000 연장 케이블(4.5m)
· NMEA2000 연장 케이블(2m)
· NMEA2000 연장 케이블(0.6m)

NMEA2000 네트워크 

스타트 킷 (N2K-EXP-RD-2)

￦ 132,000

NMEA2000 전원 

￦ 27,500

NMEA2000 Network  추가 케이블

가격
￦ 55,000
￦ 44,000
￦ 33,000
￦ 27,500

· SIMRAD社 Simnet 컨넥을 
   LOWRANCE社용으로 컨버팅
   RC42 전자헤딩센서 연결 시 필요

모 델
· TR-120-KIT

모 델
· N2K-T-RD

Simnet NMEA2000 어댑터 킷

￦ 154,000

NMEA 2000 터미널 저항 NMEA 2000  T콘넥터

가격
￦ 22,000

가격
￦ 17,600

안
테

나
 브

라
켓

 및
 연

동
 케

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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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전기관련 제품



2.5 방수 와이퍼 모터

1.5 방수 와이퍼 모터

.53” (13.5mm)

D = 2.77” (70.28mm)

L = 7.76” (197.0mm)

W
 = 3.98” (101.0m

m
)

2.87” (73.0m
m

)

.20” (5m
m

)

.53” (13.5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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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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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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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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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와이퍼 모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94

선박 전기
관련 제품

82082

￦ 363,000

· 12V DC, 2.5”샤프트

· 회전각 80°

71081     

￦ 319,000 

· 12V DC, 1.5”샤프트

· 회전각 80°

71011(71082)

￦ 319,000 

· 12V DC, 1.5”샤프트

· 회전각 110°

82012

￦ 363,000

· 12V DC, 2.5”샤프트

· 회전각 110°

82312

￦ 374,000

· 24V DC, 2.5”샤프트

· 회전각 110°

· 완전 방수처리된 알루미늄 하우징

· 26”딜럭스 암과 브래이드 조합 또는 24”프리미어 암과 블래이드 조합

· 출고시 미리 설정된 80°또는 110°앵글 (45°또는 60°로 쉽게 조절)

· 2가지 속도 모터

· 좌, 우 파킹 위치 조절

· 지름 16 mm 63.5 mm 샤프트 

· 토크 : 160 kgf/cm

· 소모전류 : 9.0~10.5 A

· 크기 : 약 20 L x 11 W x 7.6 cm D

· 완전 방수처리된 알루미늄 하우징

· 22”딜럭스 암과 브래이드 조합 또는 20”프리미어 암과 블래이드 조합

· 출고시 미리 설정된 80°또는 110°앵글 (45°또는 60°로 쉽게 조절)

· 2가지 속도 모터

· 좌, 우 파킹 위치 조절

· 지름 16 mm 38.1 mm 샤프트 

· 토크 : 125 kgf/cm

· 소모전류 : 11.5~13.0 A

· 크기 : 약 19.7 L x 10.2 W x 7.0 cm D



1000 방수 와이퍼 모터

.5” (12.7mm)

D = 2.0” (50.8mm)

L = 6.63” (168.4mm)

W
 = 3.3” (83.8m

m
)

2.35” (59.69m
m

)

.20” (5m
m

)
.5” (12.7mm)

D = 2.0” (50.8mm)

2.35” (59.69m
m

)

.20” (5m
m

)

95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선
박

 전
기

 관
련

 제
품

· UV, 고온, 충격에 강한 완전 방수처리된 플라스틱 하우징

· 80°회전 설정된 18”딜럭스 암과 브래이드 조합 

· 110° 회전 설정된 16”딜럭스 암과 브래이드 조합 

· 출고시 미리 설정된 80°또는 110°앵글 (50°, 65°, 80° 또는 110°로 조절)

· 좌, 우 파킹 위치 조절

· 지름 16 mm 63.5 mm 샤프트 

· 토크 : 63 kgf/cm

· 소모전류 : 9.8~10.0 A

· 크기 : 약 16.8 L x 8.6 W x 5.0 cm D

37180     

￦ 242,000

와이퍼 모터 결선도

· 12V DC, 2.5”샤프트

· 회전각 80°

37111

￦ 242,000 

· 12V DC, 2.5”샤프트

· 회전각 110°



범용 방수 와이퍼 모터

윈도우 와이퍼 모터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96

선박 전기
관련 제품

· 25Nm

· CE 승인

· M18 황동 하우징 및 10X12 SS DIN 2.5인치 샤프트

· 12V DC 전원 또는 24V DC

· 40 ~ 120도 조절 가능

· 2 개의 파킹 위치 변경

· 최대 28" X 28" 암/블레이드 조합

· 그라운드 타입

· 카운터 EMF 파킹

· 쉬운 설치

169321-12CE     

￦ 132,000

· 12V DC

169321-24CE

￦ 132,000 

· 24V DC

도면



건식 와이프 암

습식 와이프 암  

97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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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관
련

 제
품

선박 전기
관련 제품

33090

33084

33084W

재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가격

￦ 143,000

￦ 165,000

윈도우 와이퍼 암

· 고용량 마린코 모터에 맞게 설계

프리미어 스테인레스 판토그래픽 암 (고급형)

모델 

33090

33092

길이 (조절)

12”~17”

17”~22”

33007A/33010A

재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가격

￦ 44,000

￦ 50,000

· 색상 : 실버

딜럭스 스테인레스 싱글 암

모델 

33007A 

33010A

길이 (조절)

10”~14”

14”~20”

재질 

스테인레스

가격

￦ 110,000

모델 

33084

길이 (조절)

15”~20”

가변형 딜럭스 습식 암 (고급형)

재질 

스테인레스

가격

￦ 121,000

모델 

33084W

길이 (조절)

15”~20”

판토그래픽 와이퍼 암

가격 

\ 66,000

\ 66,000

모델 

813-18

813-24

길이 (조절)

13”~ 18”

19”~ 24”

프리미어 스테인레스 싱글 암 (고급형)

판토그래픽 와이퍼 암



습식 와이프용 액세서리  

윈도우 와이프용 블레이드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98

선박 전기
관련 제품

· 연속 워셔액 탱크(브라켓 포함)

· 12V 펌프 모터

· 하부 데크 고정 티

· 데크 관통용 자재 

· 하부 데크용 투명 튜브 (5.5 m)

· 상부 데크용 검정 튜브 (1.8 m)

· 대, 소 리벳 클립

· 와이프 암 용 클립

· 스프레이 고정용 클램프

윈도우 와이퍼 액세서리 / 블레이드

재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가격

￦ 28,000

￦ 30,000

￦ 32,000

· 마린코 와이퍼 암용 스테인레스 블레이드

딜럭스 스테인레스 와이퍼 블레이드

모델 

33005

33015

33016

길이 (조절)

14”

16”

18”

가격

￦ 143,000

모델 

33505

와이퍼 워셔 킷

와이퍼 블레이드

\ 8,800

\ 8,800 

\ 8,800 

\ 11,000 

\ 11,000 

\ 11,000 

\ 13,200 

\ 13,200 

와이퍼 블레이드

820-11

820-12

820-14

820-16

820-18

820-20

820-22

820-24

11 인치, 280mm

12 인치, 300mm

14 인치, 350mm

16 인치, 400mm

18 인치, 450mm

20 인치, 500mm

22 인치, 550mm

24 인치, 600mm

모델 길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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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 견고한 황동 재질

· 부식되지 Lexan 폴리카보네이트 격막 적용

· 컴프레서, 나발, 고정자재  포함

· 크기 : 약 24 L x 9 W x 9 cm H

· 최대 사용 전류 : 12V 일 때 20A, 24V 일 때 10A

· dB 율 : 1/3 옥타브 대역, 1 m 에서 126 dB

· 기본 주파수 : 630 ± 15 Hz

· 20 m 길이까지의  선박에 대한 ABYC와 NMMA 규정 만족

선박 전기
관련 제품 혼

싱글 미니 트럼팻 에어 혼

싱글 트럼팻 에어 혼

10104     ￦ 264,000 

· 백색 우레탄 코팅

· 황동

· 견고한 황동 재질

· 부식되지 Lexan 폴리카보네이트 격막 적용

· 컴프레서, 나발, 고정자재  포함

· 크기 : 약 43 L x 9.5 W x 9.5 cm H

· 최대 사용 전류 : 12V 일 때 20A, 24V 일 때 10A

· dB 율 : 1/3 옥타브 대역, 1 m 에서 120 dB

· 기본 주파수 : 315 ± 15 Hz

· 20 m 길이까지의  선박에 대한 ABYC와 NMMA 규정 만족

10105     ￦ 275,000 

· 전원 : 12 V

· 황동 / 크롬 코팅



후면 패널 설치

  

 

1 2

optional

  

 

 

1

  

2

Selector Switch 

Dual Bank Control

On / Off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00

선박 전기
관련 제품 배터리 스위치

고급형 대용량  배터리 스위치

Pro Installer 배터리 설치방법

표면 설치 전면 패널 설치

98 x 98 x 92mm 

10mm 2개 

연속 400A / 최대 600A

12~48V DC 

On/Off

770    평면 설치형 스위치           ￦ 70,000

크기

단자

전류

전압

기능

98 x 98 x 92mm 

10mm 3개 

연속 400A / 최대 600A

12~48V DC 

1-2-Both-Off

771-S    평면 설치형 선택 스위치           ￦ 77,000

크기

단자

전류

전압

기능

98 x 98 x 92mm 

10mm 4개 

연속 400A x 2 / 최대 600A x 2

48V DC 

1-1/2-병렬-Off

772-DBC    듀얼뱅크 컨트롤 스위치           ￦ 99,000

크기

단자

전류

전압

기능



101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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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평면 설치형 배터리 스위치

패널 설치형 배터리 스위치

· 장착 쉬운 소형  배터리스위치 

· 크기 : 68 x 68 x 110mm 

· 단자 : 10mm 2개 

· 전류 : 연속 275A / 최대 455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On/Off

700      ￦ 44,000

· 소형 주 배터리 스위치 

· 크기 : 69 x 69 x 75mm 

· 단자 : 10mm 2개 

· 전류 : 연속 275A / 최대 455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On/Off

701      ￦ 33,000

· 소형 패널형 배터리 스위치 

· 크기 : 69 x 69 x 75mm 

· 단자 : 10mm 2개 

· 전류 : 연속 275A / 최대 455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On/Off

701-PM      ￦ 33,000

· 소형 패널형 배터리 선택 스위치 

· 크기 : 69 x 69 x 75mm 

· 단자 : 10mm 3개 

· 전류 : 연속 200A / 최대 300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1-2-Both-Off

701S-PM      ￦ 33,000

· 소형 배터리 선택 스위치 

· 크기 : 69 x 69 x 75mm 

· 단자 : 10mm 3개 

· 전류 : 연속 200A / 최대 300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1-2-Both-Off

701S      ￦ 55,000

· 고용량 배터리 스위치 

· 크기 : 102 x 102 x 90mm 

· 단자 : 12mm 2개 

· 전류 : 연속 600A / 최대 800A

· 전압 : 48V DC 까지

· 기능 : On/Off, 스위치 잠금기능

720      ￦ 99,000



리모트 배터리 스위치 연결도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02

선박 전기
관련 제품 배터리 스위치

리모트 배터리 스위치

듀얼 베터리  충전 제어 장치

· 평면 설치형 리모트 스위치 

· 크기 : 69 x 69 x 101mm 

· 단자 : 10mm 2개 

· 전류 : 연속 275A / 최대 455A

· 전압 : 9.5~32V DC 

· 기능 : On/Off

701-MD      

￦ 220,000

· 평면 설치형 리모트 스위치 

· 크기 : 102 x 102 x 110mm 

· 단자 : 12mm 2개 

· 전류 : 연속 500A / 최대 700A

· 전압 : 9.5~32V DC 

· 기능 : ON/Off

720-MDO      

￦ 297,000

· 디지털 전압감지 릴레이 (DVSR) 

· 듀얼 배터리 시스템에서 충전을 쉽게 제어

· 크기 : 69 x 69 x 50mm 

· 전류 : 연속 125A / 순간 140A

· 전압 : 12/24V DC  자동선택

               접속 13.4/26.8V DC

               차단 12.8/25.6V DC

714-140A-DVSR      

￦ 187,000

· Part # 80-724-0006-00

· 701-MD, 720-MDO용

리모트 ON/OFF 키 스위치

￦ 121,000

· Part # 80-724-0007-00

· 10분의 비상 병렬 기능의 리모트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독립형 또는 패널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비상 병렬 스위치

￦ 55,000

이 두개의 케이블은 반드시

도이치 플러그로 연결

출력

리모트 키  스위치

입력



선박 전기
관련 제품 배터리 분배 부품 및 시거잭 홀더 

103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선
박

 전
기

 관
련

 제
품분배 단자 (BUSBAR) 

DC 12V 시거잭  홀더 

· 고용량용 분배단자단자 

  : 10mm 스테인리스 볼트/너트 

· 사용 전압 : 50V DC 이하

· 최대 사용 전류 : 650A 

· 단자 : 8개

· 고용량용 분배단자 단자 

   : 10mm 스테인리스 볼트/너트 

· 사용 전압 : 50V DC 이하

· 최대 사용 전류 : 650A 

· 단자 : 5개

· 저용량용 분배단자

· 크기 : 49 x 147mm

· 단자 : 4 x 6mm 스테인레스 나사 

· 사용 전압 : 50V DC 이하

· 최대 사용 전류 : 200A 

· 단자 : 18개

777-BB8S-650     ￦ 165,000 777-4S-500        ￦ 132,000 777-Z18W-200     ￦ 55,000

· 저용량용 분배단자출력 단자

   : 4mm 스테인레스 고정 나사

· 입력 고정 : 6mm 스테인레스 볼트/너트 

· 사용 전압 : 50V DC 이하

· 최대 사용 전류 : 150A 

· 단자 : 24개

· 저용량용 분배단자 출력 단자

   : 4mm  스테인레스 고정 나사

· 입력 고정 : 6mm  스테인레스 볼트/너트 

· 사용 전압 : 50V DC 이하

· 최대 사용 전류 : 100A 

· 단자 : 12개

· BB-24W-2S 용 커버

BB-24W-2S     ￦ 27,000 BB-12W-2S     ￦ 16,000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보호캡 

· 스테인레스 고정판 및 전선세트 포함 

· 방수 보호캡 

· 설치 고정판을 이용한 전면 고정 및 

   고정링을 이용한 후면 설치 

20036     ￦ 27,000 12VRC     ￦ 10,000

BBC-24WR     ￦ 7,000

· BB-12W-2S 용 커버

BBC-12WR     ￦ 7,000



· 공급 전압 : 최대 58V DC 까지

· 허용 전류 : 30A~300A

· 방수 : IP66

· 전류 차단 : 14V DC 10,000A / 32V DC 5,000A / 58V DC 2,000A 

· 토크 : 최대 12Nm

MRBF 세트

MRBF 

* P는 극,  T는 개방, (on)은 순간 접촉을 의미합니다.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104

선박 전기
관련 제품 휴즈 / 방수 스위치

방수 잠금 스위치 (UL 1077 승인)

해양용 정격 배터리 휴즈(MRBF) 

허용전류

100A

휴즈블록

가격

\ 22,000

\ 33,000

모델 

MRBF-100A

MRBF-B

· IP66 방수 

· 컴팩트한 대용량 배터리 보호

· 절연 캡으로 쇼트 방지

· 방수 잠금 스위치는 전면 패널이 밀봉되어 장시간의 수압과 UL 발화 방지 승인

   승인 방수 규격 : IP66 / IP68

· 사용 환경 : -40℃~+85℃

· 사용 내구성 :  최소 150,000 번

· 허용 전류 : 12V DC 에서 20A, 250V AC 에서 10A, 125V AC에서 15A

· 화재 방비

· 쉬운설치

· 고용량 배터리에 적합

설명 

1P1T

1P2T

가격

￦ 12,000

￦ 14,000

형태 

일반형

모델 

554010

554026

기능

on-off

on-off-on
일반형



1 주요 신조 관용선
실적장비 리스트부록



· 선체 재질 : 해상용 알루미늄+충전폼식 방현대

· 전장 : 약 14.3m

· 폭 : 4.3m

· 배수량 : 16톤 

· 주기관 : 디젤엔진 750마력 x 2기

· 추진기 : 워트제트 x 2기

1. DGPS 플로터 어탐 레이더 2. DSC/VHF 무선송수신기 3. 레이더 반사기 

POINT-1 RS 12 EM230BR

4G

Camino 701

블레이드 #33004

암 #33037

모터 #71012

HD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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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경 신형 연안구조정

주요 탑재장비 목록  

6.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 7. 마그네틱 콤파스 8. 이동 나침의

125FTC 70UN

H-Gear

9. 이동식 탐조등 10. 윈도우 와이퍼 시스템 11. 배터리 스위치

771-S

4. 레이더 5. 해양경비안전망 (V-PASS)

EMT-9000SHDS-12



· 선체 재질 : 강화플라스틱+충전폼식 방현대

· 전장 : 약 10m

· 폭 : 약 3m

· 주 추진기 : 선와기 300hp x 2기

DGPS Ant. GB 380

HID 서치 30211 또는 할로겐 SPL-12C  또는 2020

RS 12

107

부
록

 1

부록 1 어업지도선 탑재 고속단정

1. DGPS 플로터 어탐 레이더

4GHDS-12

주요 탑재장비 목록  

4. 고정용 써치라이트  

3. 마그네틱 콤파스

6. 이동식 탐조등

125FTC

M-Gear

2. DSC/VHF 무선송수신기

5. 레이더 반사기 

EM230BR



관통형 또는 부착형 송수파기 DGPS 안테나 또는 위성 DGPS/헤딩센서

(내수면 운항 선박은 생략)

100NBC

· 선체 재질 : 알루미늄합금

 · 전장 : 약 10m

 · 폭 : 약 3m

 · 주 추진기 : 선와기 200hp x 2기 또는 선외기 250hp x 2기 또는

                        선외기 300hp x 2기 

1. GPS 레이더 

4GHDS-12

HDS-12

RS 12

108

부록 1 소방본부 다목적 고속구조보트

주요 탑재장비 목록  

3. DSC/VHF 무선송수신기 4. 소방용 DTRS 5. 이동국용 UHF  

MTM5400 M8668

30261

6. 고정용 써치라이트  7. 마그네틱 콤파스 8. 레이더 반사기 

2. DGPS 플로터 어탐 이미지소나 

EM230BR

관통형 페어 또는 부착형 
LSS-HD 이미지소나 킷



위성 DGPS/헤딩센서 

· 선체 재질 : 강화플라스틱+충전폼식 방현대

 · 전장 : 약 10m

 · 폭 : 약 3.2m

 · 주 추진기 : 450hp 디젤 워터젯 또는 

                        선와기 300hp x 2기

관통형 송수파기 부착형 LSS-HD 이미지소나 킷  HDS-12

HID 서치 30211 또는 할로겐 SPL-12C  또는 2020

109

부
록

 1

부록 1 해군/육군/공군 15인승 고속단정

100NBC

1. GPS 레이더 

4GHDS-12  

주요 탑재장비 목록  

3. 고정용 써치라이트  5. 마그네틱 콤파스

2. GPS 플로터 어탐

4. 레이더 반사기 

EM230BR



2부록



심라드 제품 보트설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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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6-50FT

 

 

 

 

 

파워보트 시스템

VHF/AIS Radio
RS35

Radar
Broadband 4G™ Radar

Autopilot Computer
NAC-2

Autopilot
AP44

Transducer
ForwardScan™

Transducer
B60

Audio
SonicHub®2

Helm Station
Dual NSS evo3 12” or 16”

중소형 파워보트  
싱글 스테이션 파워보트

NSS 시리즈 또는 글라스 브릿지 시스템 제공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항해 경험을 느끼도록 합니다. 

멀티터치스크린, 자동 루틴, 전방소나 및 뉴 Halo 레이더 안전하고 혁신적 장비의 장착과 함께 오토파일럿을 통해 항해의 자유와 

SonicHub2 오디오 시스템으로 사용자만의 사운드트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라드 파워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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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splay
IS42

Flybridge
2x NSO evo3 (24”)

VHF Radio
RS90

Autopilot
AP44

Autopilot Computer
NAC-3

Transducer
SS60

Transducer
ForwardScan™

Radar
Broadband 4G™ Radar

Halo™ Radar

Helm Station
4x NSO evo3 (19”)

Controller
OP50

Audio
SonicHub®2

Echosounder Module
S5100

50-100FT
모터보트  
대형 듀얼 스테이션 모터보트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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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스포츠피싱 시스템

Helm Station
Dual NSS evo3 12” or 16”

Radar
Broadband 4G™ Radar
or Halo™ Radar

VHF Radio
RS35

Autopilot Computer
NAC-2

Echosounder Module
StructureScan® 3D
StructureScan 3D Skimmer

Autopilot
AP44

Audio
SonicHub®2

Echosounder Module
S5100

Transducers
SS175H-W + SS175L CHIRP

20-40FT
센터콘솔  
싱글 스테이션 스포츠피싱용

심라드 스포츠피싱 시스템
모듈화 된 심라드의 기술로 사용자는 완벽한 스포츠피싱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S5100 어탐 모듈을 장착하면 깊은 수심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며 뉴액티브 이미지소나를 통해 넓은 지역을 탐색합니다. 또한 

고해상 버드 파인더 헤일로 레이더도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통합된 NSS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단독형 심라드 어군탐지기, 고해상 

뉴 헤일로 레이더 등 이러한 모든   스포츠 피싱용 장비들은 고성능과 함께 사용법이 간편하며 젖은 장갑을 낀 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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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Halo™ Radar

Digital Display
IS42

VHF Radio
RS90

Autopilot
AP44

Autopilot Computer
NAC-3

Audio
SonicHub®2

Tower
NSS evo3 12”

Flybridge
Dual NSS evo3 12”

Helm Station
2x NSO evo3 (19”)

Controller
OP50

Echosounder Module
S5100

Transducer
R509LH-W CHIRP

40-70+FT
대형 플라잉 브릿지
대형 듀얼 스테이션 모터보트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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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아웃보드 엔진보트 시스템

Audio
SonicHub®2 and

Speaker Pair NMEA 2000® Sensors

Helm Station
GO Series

Autopilot
Simrad Drive Pilot™

VHF Radio
RS20

Wireless Remote
WR10

Transducer
TotalScan™

심라드 소형 아웃보드 엔진보트 시스템
심라드 Simrad GO 시리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모든 유형의 소형 아웃보드 엔진 보트에 적합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넓고 깊은 범위 탐색이 가능한 어탐 및 저출력 고성능 레이더 까지 통합 탑재가 가능합니다.

26FT 까지

소형 런어바웃, 
보우라이더 또는 베이보트
싱글 스테이션 파워보트





저희 금호마린테크(주) 카달로그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의 사용법이나 작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PLAY스토어에서 

‘QR코드스캔’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신 후, 실행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유튜브’ 앱을 설치하시고, ‘QR코드스캔’ 어플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신 후, 실행합니다.

앱 실행 후, 카메라로 카달로그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추면 제품관련 유튜브 영상 및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R코드스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