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GNSS/INS 시스템

EGIS-N1000K

(내장형 GNSS/INS 시스템)

다양한 전장 환경을 위한
연속적인 3D 항법 솔루션

설명
·다양한 무기체계에 정확한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미션에 적합한 다양한 등급의 전술급 IMU 채용

소형, 경량의 전술급 항법 시스템

·최신의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필드에서 입증된 RLG IMU 적용

·다양한 무기체계 적용으로 입증된 EGIS 알고리즘 적용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화된 시스템 아키텍쳐 채택

적용
·군용항공기, 무인항공기
·전차, 장갑차, 군용차량
·무인자동차, 자율주행로봇
·GIS 정보 측지차량 등

주요 특징
·GNSS 음영지역(터널, 빌딩숲)에서도 연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3D 항법 솔루션 제공
·관성센서, GNSS, VMS 기반의 Extended Kalman Filter 기술적용
·주행환경에 따라 최적 항법모드로 자동전환 (GNSS/INS/VMS/ZUPT)
·저장정렬 및 기동정렬 기능을 적용하여 초기 기동 시간을 최소화
·DGPS 및 RTK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 가능
·실시간 궤적의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한 후처리 솔루션 제공
·다양한 운용환경을 위한 시스템설정 기능
·군 환경규격을 만족하여 열악한 전장환경에서도 고신뢰성 제공
·해외 동급성능 장비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

주요 사양
항 목
GNSS 연동2)

항법
정확도1)

GNSS 미연동3)
정렬시간

GNSS 수신기
인터페이스 규격

사 양
위치

수평: 10 m CEP / 수직: 10 m PE

자세(RMS)

롤: 0.2° / 피치: 0.2° / 요: 0.5°

위치

수평: 0.8% DT CEP / 수직: 0.5% DT PE

자세(RMS)

롤: 0.5° / 피치: 0.5° / 요: 2.0°

초기/저장/기동

5 분 / 1 분 / 10 분

지원 주파수4)

GPS L1, L2, GLONASS L1

출력 데이터

위치, 속도, 자세, 시간 등

출력률

1~100 Hz 선택가능
5)

전원규격

환경/전자파 규격

물리적 규격

입/출력

RS-422 (2 Port), RS-232 (2 Port), VMS

입력전원

12~34 VDC (28 VDC nominal)

소모전력

17 W(nominal) / 24 W(max)

환경 규격

MIL-STD-810F

전자파 규격

MIL-STD-461F

크기

150(W) x 113(H) x 250(L) mm

무게

< 4.3 kg

1) 정확도 사양에 따른 제품옵션 선택 가능
2) DGPS 연동 시 1m 이하, 후처리 시 수십 cm 이하
3) INS+VMS 연동 시 항법정확도 조건
4) 기본사양: GPS L1, 추가 주파수 옵션선택
5) 옵션사양: MIL-STD-1553B, CAN-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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