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FULL GNSS RECEIVER

✚ 최적화된 위성 추적 기술의 226 채널
✚ FULL GNSS 안테나
✚ UHF 라디오 내장
✚ 32GB의 SDHC 지원
✚ 핫스왑 듀얼 배터리
진보된 통합 안테나와 Sokkia Atlas의 조합은
RTK GNSS 시스템의 최첨단기술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26개의 최적화된
위성추적 채널

FULL GNSS RECEIVER
Sokkia Atlas는 226개의 채널로 최적화된 위성추적기술을
지원하는 GNSS RTK 수신기 입니다. 유연하고 동적인
추적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위성신호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추적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고유한 신호추적 기술을 통해 각 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하며 최적의 위성 배치를 고려하여
사용가능한 신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및 라디오
셀룰러와 라디오통신을 모두 갖춘 Sokkia
Atlas는 라디오 기반 RTK 및 네트워크 RTK
솔루션에서 사용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신호와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진보된 통합안테나 디자인의 Sokkia Atlas는 우수한
신호수신 및 멀티패스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장거리 UHF 라디오

보다 견고하고 깨끗하게 신호를 추적하여 탁월한 결과제공이

Sokkia Atlas 상단부에 위치한 라디오
안테나는 RTK 라디오 수행능력을 증대
시킵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Sokkia Atlas는 GPS, GLONASS,
QZSS 및 BDS를 지원하며 Galileo 신호는 펌웨어 및 OAF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Sokkia Atlas는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탁월한 정확도,
초기화속도 및 RTK 솔루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최고의
현장성능을 제공합니다. 공학적인 디자인은 이 장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인체 공학적이며 내구도가
뛰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Sokkia Atlas는
최고의 고성능 GNSS 수신기입니다.

작동 시간
핫스왑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소 하루 이상의
작동시간으로 최대한의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시간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양
추적기능
채널 수

226개의 최적화된 위성추적 기술

추적가능 신호

GPS : L1, L1C, L2, L2C, L5
GLONASS : L1, L2
Galileo : E1, E5a,E5b, AltBOC
BeiDou : L1, C/A, WAAS/MSAS/EGNOS
QZSS : L1, C./A, L1C, L2C

안테나 타입

FULL GNSS 안테나

정확도(RMS)
RTK

H : 5mm + 0.5ppm V : 10mm + 0.8ppm

Static

H : 3.0mm + 0.1ppm V : 3.5mm + 0.4ppm

통신
라디오 옵션 타입

디지털 UHF 모뎀

라디오 출력

1.0W, 사용자 선택 가능

셀룰러 옵션

통합 HSPA

I/O 통신

블루투스
RS232 시리얼
USB

커넥터

BNC 모뎀 안테나
파워
RS232 시리얼
USB

데이터 및 저장소
메모리

착탈식 SD/SDHC 카드

데이터 업데이트/출력 비율

1Hz – 50Hz 선택가능

실시간 데이터 출력

TPS, RTCM 2X, RTCM 3.X, RTCM MSM, CMR, CMR+

ASCII 출력

NMEA 0183 version 2.x and 3.0

일반
파워

배터리 : 충전 가능한 듀얼 핫스왑 외장 리튬이온 배터리
외장 : 싱글 파워 포트

치수(가로x세로x높이)

158.1 x 253 x 158.1 mm

무게

1.88kg (배터리 포함)

마운팅

5/8인치 11인치 빠른 탈착

작동 온도

통합 배터리 : -30℃에서 80℃
외부 전원 : -40℃에서 70℃

마감

방진 방수기능의 마그네슘 I-빔 하우징

충격

2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에 낙하. IEC 60068-2-29, and IEC 60068-2-27

진동

MIL-STD 810F-514.5 – Cat.24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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