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형에 맞게 개발된

GNSS SYSTEM
AKTA은 한국형 고정밀 GNSS 수신기 입니다.

측량과 정밀 측위 등에 고정밀 위치 정보를 획득을 위한 고정밀 수신기 로서
사용자 요청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Firmware 변경이 가능합니다. mm 급 정확도를 제공 가능하며
무인 주행, 측량, 측위, 고정밀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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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차이로 나뉘는 기술력! 고정밀, 고성능 GNSS 수신기
■

아센코리아 AKTA 수신기

• 한국형 GNSS 시스템
• 220채널

• 충격완화 설계

• GPS, GLONASS, BeiDou(Compass), Galileo 지원

• 10초 이내 Fixed

• BeiDou 위성 수신으로 획기적인 RTK 성능 향상

• Trimbie 보드 내장

• 저 전력 일체형 고성능 RTK GNSS 수신기

• RTK, VRS, Bluetooth, 450MHz RF, SD 저장, 보정신호 처리 기능
• 다양한 통신 방식 제공 Bluetooth / 시리얼 포트 / USB 포트
• 사용자 요청에 따른 펌웨어 변경, 사용자 업그레이드 가능
• mm 급 정확도 : 8mm+1ppm/V15mm+1ppm
■

VRS, RTK 겸용 / DMB

RTK사용시 BeiDou(중국)위성 사용으로 RTK 성능 극대화(산지측량 가능)
원시데이터 및 표준 Rinex 데이터 동시 저장
• UHF 라디오 모뎀

• 배터리 5,000mAh

• OLED 화면 탑재로 각종 정보 실시간 확인

선호 채널 GPS :
L1 C/A, L2C, L2E, L5
기술력

위치데이터 출력

Differential 포멧
출력형식

GNSS 수신기 사양

- GPS : L1 C/A, L2C, L2E, L5
- GALILEO : L1, BOC, E5A, E5B, E5Altboc
- BeiDou(Compass) : B1, B2

향상된 트림블 GNSS Maxwell 6 기술력 : 저궤도 위성 추적기술, 측량중 위상파 잡음 감소, 1Hz 밴드에서 1mm 이하 정밀도
1Hz, 2Hz, 5Hz, 10Hz, 20Hz, 50Hz 기본 : 11Hz

CMR, CMR+, sCMRx, RTCM2.1, 2.2, 2.3, 3.0, 3.1

ASCII : NMEA-0183, binary 데이터 (Trimble GSOF)
수평

정밀도

무선 통신 모뎀
포트

기능과 LED
전자 사양
작업환경

- GLONASS : L1 C/A, L1P, L2C(GLONASS M only), LP2
- SBAS : L1 C/A, L5
- L1 C/A, L1 SAIF , L2C, L5

수직
수평
수직
수평

- 내장형 송-수신 라디오 모뎀
- 통신속도 : 115.200bps

Single Baseline RTK
±25mm + 0.5ppm
±5mm + 0.5ppm

Network

±8mm + 1ppm

±15mm + 1ppm

DGPS 정밀도

±0.5m Horizontal

- 방송출력 : 2W
- 채널선택 : 420MHz~480MHz

RS232 Port*2, USB Port*1, Bluetooth Port*2(BT1 Class2: 안테나 내장형, BT2 Class1: 안테나 외장형), MicroSD카드
버튼 : 전원 버튼 및 기능 버튼
- 저장소 : MicroSD16GB
- 입력전원 : DC 6V~28V
- 규격 : 172mm x 80mm

- 수신기 소비전력 : 3.5W이하
- 배터리 : 고용량(5,000mAh) 리튬이온 10시간 이상 연속 사용(정지측량)
- 무게 : 1.26kg(내장 배터리 포함)

IP67, 1m 자유낙하, 1m 순간 침수
작업 온도 : -20℃ ~ +65℃ / 보관 온도 : -40℃ ~ +75℃

(주)아센코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83 파트너스 타워 1401호
Tel : (02) 1544-3818
www.ascenkorea.com
E-mail : sales@asc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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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형에 맞게 개발된

GNSS SYSTEM
AKTA은 한국형 고정밀 GNSS 수신기 입니다.

측량과 정밀 측위 등에 고정밀 위치 정보를 획득을 위한 고정밀 수신기 로서
사용자 요청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Firmware 변경이 가능합니다. mm 급 정확도를 제공 가능하며
무인 주행, 측량, 측위, 고정밀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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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차이로 나뉘는 기술력!

고정밀, 고성능 GNSS 수신기
■

아센코리아 AKTA 수신기

• 한국형 GNSS 시스템
• 220채널

• 충격완화 설계

• GPS, GLONASS, BeiDou(Compass), Galileo 지원

• 10초 이내 Fixed

• BeiDou 위성 수신으로 획기적인 RTK 성능 향상

• Trimbie 보드 내장

• 저 전력 일체형 고성능 RTK GNSS 수신기

• RTK, VRS, Bluetooth, 450MHz RF, SD 저장, 보정신호 처리 기능
• 다양한 통신 방식 제공 Bluetooth / 시리얼 포트 / USB 포트
• 사용자 요청에 따른 펌웨어 변경, 사용자 업그레이드 가능
• mm 급 정확도 : 8mm+1ppm/V15mm+1ppm
■

VRS, RTK 겸용 / DMB

RTK사용시 BeiDou(중국)위성 사용으로 RTK 성능 극대화(산지측량 가능)
원시데이터 및 표준 Rinex 데이터 동시 저장
• UHF 라디오 모뎀

• 배터리 5,000mAh

• OLED 화면 탑재로 각종 정보 실시간 확인

선호 채널 GPS :
L1 C/A, L2C, L2E, L5
기술력

위치데이터 출력

Differential 포멧
출력형식

GNSS 수신기 사양

- GPS : L1 C/A, L2C, L2E, L5
- GALILEO : L1, BOC, E5A, E5B, E5Altboc
- BeiDou(Compass) : B1, B2

향상된 트림블 GNSS Maxwell 6 기술력 : 저궤도 위성 추적기술, 측량중 위상파 잡음 감소, 1Hz 밴드에서 1mm 이하 정밀도
1Hz, 2Hz, 5Hz, 10Hz, 20Hz, 50Hz 기본 : 11Hz

CMR, CMR+, sCMRx, RTCM2.1, 2.2, 2.3, 3.0, 3.1

ASCII : NMEA-0183, binary 데이터 (Trimble GSOF)
수평

정밀도

무선 통신 모뎀
포트

기능과 LED
전자 사양
작업환경

- GLONASS : L1 C/A, L1P, L2C(GLONASS M only), LP2
- SBAS : L1 C/A, L5
- L1 C/A, L1 SAIF , L2C, L5

Single Baseline RTK
±25mm + 0.5ppm

수직

±5mm + 0.5ppm

Network

수평

±8mm + 1ppm

수직
수평

- 내장형 송-수신 라디오 모뎀
- 통신속도 : 115.200bps

±15mm + 1ppm

DGPS 정밀도

±0.5m Horizontal

- 방송출력 : 2W
- 채널선택 : 420MHz~480MHz

RS232 Port*2, USB Port*1, Bluetooth Port*2(BT1 Class2: 안테나 내장형, BT2 Class1: 안테나 외장형), MicroSD카드
버튼 : 전원 버튼 및 기능 버튼
- 저장소 : MicroSD16GB
- 입력전원 : DC 6V~28V
- 규격 : 172mm x 80mm

- 수신기 소비전력 : 3.5W이하
- 배터리 : 고용량(5,000mAh) 리튬이온 10시간 이상 연속 사용(정지측량)
- 무게 : 1.26kg(내장 배터리 포함)

IP67, 1m 자유낙하, 1m 순간 침수
작업 온도 : -20℃ ~ +65℃ / 보관 온도 : -40℃ ~ +75℃

(주)아센코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83 파트너스 타워 1401호
Tel : (02) 1544-3818
www.ascenkorea.com
E-mail : sales@asc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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