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사용이 편리한 RTK 측량기

E600 RTK-GNSS
수신기
•강력한 측위 성능
•안정된 측위 데이터
•매우 합리적인 가격
•차세대 GNSS의 리더 E600

안드로이드 현장 소프트웨어 지원

E600 GNSS의 고유 기능

800개의 채널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고정밀 측위 수행
•GPS/GLONASS/Beidou/GALILEO/QZSS/IRNSS/SBAS/L밴드 등
모든 신호를 수신합니다.
•E600은 한 개의 신호라도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
내에서 주파수가 각기 다른 모든 신호를 빠짐없이 추적합니다. 따라서
산지나 좁은 골목길과 같이 가시 위성 수가 적거나 멀티패스가 발생되는
환경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추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PNT (Position, Navigation, Time)
해의 정확도를 높이고 통계분석을 통해 식별된 잡음과 이상치를 제거하여

< Offset from Centre Frequency 1575.42MHz >

정확한 측위를 수행합니다.

최고의 RTK 기술로 개발된 Athena RTK 엔진 탑재 (캐나다 Hemisphere사)
•불명확정수 (Integer Ambiguity)의 신속한 계산이 가능해져 RTK 초기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15초)
•각각의 위성신호를 여러 개의 채널로 수신하여 잡음과 이상치가 큰 신호를
제거하는 멀티패스 (Multipath) 차단 알고리즘에 의해 산지나 도심지에서의
RTK 측위율이 50% 이상 향상 되었습니다.
•50 Km 이상의 장거리 RTK 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리층과 대류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통해 태양 흑점 폭발에
의한 전리층 교란 오차를 필터링 하여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 Multipath Delay (chip) >

Tracer 기술 적용
•Tracer 기술은 위치보정신호가 단절되어도 10분 이상 RTK 고정해 (Fix)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위치보정신호 단절 시 경과 시간에 따라 유지되는 RTK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시간

정확도 (95% 신뢰도)
X, Y

H

0~1분

약 1~2cm

약 1~2cm

1~2분

약 1~2cm

약 1~3cm

2~3분

약 1~2cm

약 2~4cm

3~4분

약 1~4cm

약 3~9cm

4~5분

약 2~4cm

약 5~11cm

5~7분

약 2~5cm

약 5~12cm

7~10분

약 2~10cm

약 7~17cm

<위치보정신호 단절에 따른 국내에서의 RTK 정확도 실험>

< 위치보정신호 단절에 따른 제조사의 RTK 정확도 실험 >

E600 GNSS의 편리 기능

수준측량 시 국가지오이드 모델 (KNGeoid18) 자동 적용
• GNSS로 관측되는 높이는 타원체고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해당 지점의 지오이드고를 감산하여
표고로 변환합니다.

지표면
타원체고 (H)

•이와 같이 국가지오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GNSS에 의해 수행 가능한

표고 (h)

공공측량은 3, 4급 수준측량과 지형현황측량 등 입니다.
지오이드면
지오이드고
(Ho)

•E600 컨트롤러에는 KNGeoid 18 지오이드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관측 즉시 타원체가 표고로 변환되어 표시됩니다.

타원체면

H = h + Ho

최대 60°경사측량 (Tilt survey)
•수신기에 탑재된 MEMS IMU에 의해 폴의 기울기와 방향이 측정
되므로 최대 60°도 까지 폴을 기울여도 폴 하단부의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관측 (옵셋측위)할 수 있습니다.
30
°

°
30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 관성 측정 장치)는 3축 가속도계

°
60

60
°

(3축의 기울기량 측정)와 3축 자이로 (3축의 기울기 방향 측정)로
구성된 기울기 벡터 측정 장치입니다.
•틸트 기능은 멀티패스나 사이클슬립이 발생하는 측점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의 좌표를 관측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경사각이 30° 이내에서는 약 2∼3cm (X, Y, Z) 정확도의 측량이 가능하며, 최대 60°까지 경사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RTK 측량을 위한 내장 무선모뎀
GPS

•수신기에 송·수신 겸용 무선모뎀이 내장 되어 있으므로 기준국과

Beidou

GALILEO

GLONASS

이동국을 구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RTK측량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 무선모뎀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기준국을 설치하는 개인 RTK
시스템으로 운용하시면 산지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VRS로 측량하실
때보다 훨씬 정확하고 측위율 높은 RTK 측량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보정신호 (△ X, △ Y, △ Z), 3~5km
* RTCM 2.3 (CMR) : GPS
* RTCM 3.0 (CMR+) : GPS + GLONASS
* RTCM 3.2 (CMRx) : GPS + GLONASS + Beidou

•1W의 출력으로도 최대 3∼5km 범위의 RTK 측량이 가능한 최신형
무선모뎀입니다.

기지점 (기준국)

이동국

안드로이드 기반의 현장 프로그램
(모델 : SurPad)

지능형 듀얼 배터리

•한글 버전 프로그램입니다.

•E600에는 배터리 2개가 장착되며 이 중 한 개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은 물론 화면이
큰 태블릿 PC를 컨트롤러로 사용하므로 현장에서의

교체해도 다른 배터리는 계속해서 작동됩니다.
(핫스왑)
•1회 충전 (4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이상의 연속

CAD 작업에 매우 편리합니다.
•안드로이드 체계이므로 PDA 사용 시보다 VRS

측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부착 램프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서버 연결이 월등히 빠릅니다.

있습니다.

정지측량 (Static survey)
편리 기능

내구성

•컨트롤러 없이 스마트 폰의 Web UI를 이용하여

•방수 등급 : IP67 (1m 수심에서 30분 이상 방수)
		

쉽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측량 데이터는 RINEX 형식으로 저장되므로

등급입니다.

•충격 흡수 : 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도
		

모든 후처리 소프트웨어와 직접 호환 됩니다.

충격이 흡수됩니다.

•조작 실수 등에 의해 정지측량 기능이 멈추어도 이미
관측된 자료는 자동 저장됩니다.

SurPad 지도 입력

위성사진

DXF 파일

네이버지도

현장 소프트웨어, SurPad

1

안드로이드버전의현장용 소프트웨어입니다.

2

최신사용자인터페이스를 채용하여 사용하기가매우편리합니다.

3

주요기능은다음과같습니다.
•좌표계설정
•기본측량수행(좌표관측및 측설)
•노선측량기능
•모든지도입력

- 수치지도,지적도,구글지도,CAD설계도,네이버지도등
		
•CAD그래픽기능지원
		 - 실시간매핑

		

- 각,거리,면적계산

 		 - 사용자레이어 		

- DXF 불러오기및내보내기

•관측점에대한그래픽표시기능
•틸트 알고리즘을채용하여자기장등의 외부 요인에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경사측량정확도가매우 높습니다.(3cm이내)
		
•음성 지원 (한국어)

E600 GNSS 시스템 패키지
E600 GNSS시스템은 기본 구성품과 선택 옵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I E600 수신기 및 악세사리 (기본 구성품)

E600

배터리(2개)

충전기 셋트

하드케이스
폴

2 I 컨트롤러 및 거치대 (선택 옵션)

갤러시탭
액티브2

안드로이드용
컨트롤러

휴대폰
(안드로이드OS전기종)

태블릿 거치대

컨트롤러 거치대

휴대폰 거치대

E600 GNSS 규격서
구분

세부내용

신호 수신 채널

•800채널 (한 개의 신호를 여러개의 채널로 추적하여 최적 신호 수신)
•GPS : L1CA, L1P, L1C, L2P, L2C, L5
•GLONASS : G1, G2, G3, P1, P2
•Beidou : B1i, B2i, B3i, B10C, B2A, B2B, ACEBOC
•GALILEO : E1BC, E5a, E5b, E6BC, ALTBOC
•QZSS : L1CA, L2C, L5, L1C, LEX
•기타 신호 : SBAS, IRNSS 및 Atlas

GPS 수신 감도

•-142dBm

SBAS 추적

•3채널 동시 추적

데이터 업그레이드

•1Hz(표준), 10Hz/20Hz/50Hz(옵션)

RTK측량

•수평 : 4mm + 1ppm

•수직 : 8mm + 1ppm

정지측량

•수평 : 2mm + 0.5ppm

•수직 : 3mm + 0.5ppm

DGPS

•수평 : 0.3m

•수직 : 0.6m

SBAS

•수평 : 0.3m

•수직 : 0.6m

GNSS 수준측량

•국가지오이드모델 (KNGeoid 18) 성과 데이터베이스 입력
•관측과 동시 표고 측정 (3, 4급 수준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에 직접 이용)

틸트 옵셋 측위

•MEMS IMU 내장 (폴의 기울기 및 기울기 방향 측정)
•최대 60°도 까지 틸트 측위 (30° 경사 시 오차 : 2~3cm)

안드로이드 SW

•휴대폰, 태블릿 기반의 현장 소프트웨어 (한글 지원)
•VRS 서버 연결성 향상

정지 측량

•RINEX 데이터로 저장
•모든 후처리 소프트웨어와 직접 호환

지능형 배터리

•배터리 2개 핫스왑 작동 (10시간 이상 연속 작업)
•배터리 부착 램프로 잔량 확인

무선 모뎀 내장

•송·수신 겸용 무선모뎀 내장 (기준국 및 이동국 겸용)
•고감도 모뎀 : 3~5km RTK측량

Athena RTK 엔진

•주파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를 추적하여 최적의 신호 수신
•불명확 정수 (Integer Ambiguity) 신속 계산
•RTK 초기화 시간 : 15초 이내
•멀티패스 차단 알고리즘 (산지, 도심지에서의 RTK 측위율 50% 향상)
•50km 이상의 장거리 RTK 측량
•태양 흑점 폭발에 의한 전리층 교란 오차 필터링

Tracer 기술

•위치보정신호 중단 시 최대 10분간 RTK Fix 상태 유지
•위치보정신호 중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평면위치의 오차 범위
: 1분(2cm), 3분(2cm), 5분(4cm), 7분(5cm), 10분(10cm)

크기

•Ø156mm × 76mm

무게

•1.3kg (배터리 2개 포함) / 1.1kg (배터리 제외 시)

온도

•작동 온도 : -30° ~ +65°C

방수/방진 등급

•IP67 (1m 수심에서 30분 방수)

충격 흡수

•2m 콘크리트 바닥 낙하충격 흡수

방습

•100% 방습

GNSS 성능

정확도

측량 편리성

RTK 고유 기능

본체

작동 환경

Shanghai e-Compass Science & Technology Co.,Ltd
Lianhang Rd, Puijang Town, Minhan DIstrict, Shanghai, China

•보관 온도 : -40° ~ +80°C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8, 제일빌딩 402호
TEL. 02.546.5660
www.dws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