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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치 측정

센서의 전체 범위

빔 변환기 기술을 분할

아홉개의 디스플레이모드 효율적 사용

잘 입증된 기술

잃어버린 장치를 찾아냄



SIMRAD ITI

Simrad ITI는 최고의 무선 어망의 위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Simrad ITI는 완벽한 무선 어

망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그것은 원양과 저층 중층 어망

에 있어 통제와 효율성을 개선하

기위해 만들어졌다. 어망에 탑재

한 작고 튼튼하고 배터리

로 움직이는 센서는 요청

하는 대로 선박에 중요한 

정보를 전송한다.

Simrad ITI는 여러분이 

장치의 정확한 위치와 어망의 내

부와 주변에 무슨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하기쉬운 적응력
Simrad ITI는 모듈식 시스템

이다. 하나의 센서로 시작하면

서, Simrad ITI 시스템은 완벽하

고 선진 기구 패키지로. 확장될 

수 있다.

센서에 탐재한 어망으로부터

의 자료는 사용의 편리함을 강조

하기 위해 컬러 모니터에 보여진

다. 작동은 간단하고 디스플레이 

메뉴에 기초한다.

튼튼한, 수리 및 지능형
Simrad ITI는 미래를 위해 고

안되었고, 입증된 기술에 기초한

다.센서들은 쓸만하고 대체가능

한 전자장치로 아주 튼튼하다.정

보를 얻을때만 반응함으로써, 임

무 동안에 장기적인 작동 수명이 

이루어진다.

Simrad ITI는 항해시스템, 소

나와 음향측심기를 접속하기위해 

고안되었다.

어망의 위치
Simrad ITI 시스템의 큰 장점

들 중 하나는 각각의 센서를 지

탱하고 범위를 측정하는 능력이

다.

어망의 위치를 아는것은 여러

분이 해저에 난파선과 장애물을 

피하도록 해준다. 여러분은 여러

분의 소나와 음향측심기로 부터

의 정보를 근거로 어장을 좀더 

능률적으로 목표를 삼을 수 있

다.

옵션을 표시
Simrad ITI 시스템은 많은 디

스플레이 모드를 가지고 있다.

센서로부터 움직임이 둔해진 

자료와 항해기구, 저장된 실제 

시간은 각 예인을 위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도, 깊이 윤

곽을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고, 

격자무늬 센서는 분류 기준선의 

각도를 나타낸다.

Simrad 는 LCD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망 모니터링의 전체 범위를 개

발하는 최초의 회사였다.

ITI시스템의 주요 혜택은 어망 

위치와 어군 인망 판별이 특징이

다.

어망의 위치를 앎으로써 여러분

은 해저에 난파선과 장애물을 피

할수 있다.

ITI전술적인 디스플레이는 선박

에 관련된 어망의 위치에 관해 

모두 필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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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의 모습을 음향 측심 기록표

를 보고 바닥에 관련된 어망의 

위치, 틈에 있는 고기, 어망의 

높이를 나타낸다. 

키 패드 사용으로 메뉴 입

력을 선택 할수 있다.

거리와 관련, 어망의 기하학적 

구조와 잡은 양은 수평의 영상에 

나타난다.

Simrad ITI시스템은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메뉴에 의해 작동된다. 

메뉴는 여러나라 언어로 이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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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깊이/온도 센서 

이 센서는 어망의 깊이 그리고 

물 온도를 모니터한다.

B) 어망eye센서 

이 센서는 어망의 구멍을 

관찰한다.

C) 거리/스프레드 센서 

거리 센서는 어망 입구와 날개 

길이를 관찰한다.

D) Catch 센서 

Catch센서는 센서가 활성화될 

때 스크린에 녹색 사각형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고기 

주머니가 고기를 가득 

채웠을때 표시된다.

Simrad ITI와 어망 모니터링

A B

C D



표준 모드는 중요한 캐치와 어망 데이터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simrad ITI 어망의 눈 센서

는 바닥틈새, 어망의 높이, 어망

이 틈에 있는 어류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정교한 내장 음향측

심기이다.

틈에 있는 어류의 양은 명확히 

표시되고, 어류의 밀도는 음향 

강도에 의해 나타난다. 디딤줄과 

바닥 수심 측량은 바닥 즉 저인

망,트롤 어법시 어망의 움직임과 

어망 틈에 관해 주어지는 정보를 

끊임없이 모니터링된다. 정보는 

음향측심기 그림을  이해하기에 

쉽도록 나타낸다. 어망의 눈은 

바닥과 중간 크기의 원양 트롤선

들에게 최고로 적합하다.

어망 눈 에코 그램은 어망 틈 어망에 들어오는 어류, 디딤줄 바닥 접촉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MRAD ITI

어군의 모니터링 및 움직이는 어군양의 상황

정상적인 모드 사진은 여러분에게 스크린에 잡은 양의 상황과 완벽한 어망의 개요를 나타낸다.

사진은 세 단면도로 나뉜다.

1. 어망에 대한 거리와 베어링, 

어망 입구와 날개 폭과 잡은 

양은 수평선의 단면도에 

나타난다.

2. 어망의 깊이, 바다온도, 잡은 

양, 음향측심기로부터의 해저 

지형과 배와 어망사이의 

시차를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3. 어망의 높이, 바닥틈새, 배의 

코스라인으로부터 어망 탈선은 

태도 후 단면도에 나타난다. 

게다가, 어망 깊이에 배의 

음향측시기 범위도 보여준다.

Simrad ITI 어망의 눈  -효율적인 그물의 형태를  무선으로 전달

심라드 트롤 아이는 어망의 전개되어진것을 모니터링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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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터 추 사이의 거리와 어망 

입구 둘다를 모니터 한다. 

B) 어망의 눈 그리고 높이 센서는 

어망 틈을 모니터 한다. 

C) 이 센서는 깊이와 주위 물 

온도를 모니터 한다. 

D) 는 고기주머니가 어류를 

채울때 표시한다. 이것은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화면에 

나타난다.

Simrad ITI와 한쌍의 어망 모니터링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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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및 공간의 전 범위를 잘 달성하

기 위해 최소한의 응답기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졌다. 1m보다 나은 상대적인 정

확성을 가지고, 새로운 Simrad ITI 도

형 및 공간 시스템은 “우현과 좌현 어

망 도어에 대한 선박과 중앙 추에 대한 

선박”에 대한 측량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확성을 가지고, ITI 도형 

및 공간 시스템은 중앙 추와 어망 입구 

둘다 사이에 거리를 측정할 것이다.

ITI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

도록 확대될 수 있다.

한 쌍의 Combi센서는 깊이와 물 온도

를 감지하기위해 센터 추 위에 위치한

다. 어망의 눈 센서와 높이 센서는 트

롤 높이, 바닥접촉, 어망에 들어오는 

어류를 감지하기

위해 고기주머니 둘다에 놓일 수 있

다.

한 쌍의 조작에 대한 무선 Simrad ITI응답기는 바닥위 정확한 움직임과 어망의

Simrad ITI 어망 도형 및 공간 - 한쌍의 어망 전체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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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ITI시스템은 다음의 주요 구성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 디스플레이 모니터(*)

• 트랜시버 유닛

• 이중 또는 삼중으로 분리된 빔 

변환기 시스템

• 어망에 부착하는 각종 센서

(*) 이 디스플레이는 인도의 부분이 아

니고 위치상으로 획득 되어져야한다. 디

스플레이는 표준 VGA산출량에 따라야 한

다. 모든 크기가 사용될 수 있지만, ITI

는 와이드 스크린(16:9)

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디스플레이 모드 및 작동
• 정상모드: 수평과 수직 

단면도, 선체를 가로지르는 뷰

• 전략적인 디스플레이: 목표와 

어망 위치를 가진 조감도

• 온도/깊이: 깊이/온도 변화 

곡선

• 어망 데이터 일지: 저장된 

어망 데이터

• 상태 보기: 시스템 한도 설정

• 어망의 음향측심도표: 어망 

틈에 대한 측면도

• 어망의 분리된 화면: 어망에 

대한 베어링과 범위, 어망 

틈에 대한 측면도

• 테스트: 센서 통신 계획서

• 작동: 다중 언어 메뉴에 의해 

작동는 숫자판

거리
• 최대 4000 m. 변환기설정, 

주위 소음레벨, 온도 변화와 

센서 정돈에 의해 결정되는 

탐지 범위

• 정확성 측정: 

표준거리 ± 5 m

 표준베어링± 1°

데이터 인터페이스
• 자이로: 스테퍼/동시작동 유형

• 속도일지: 파동, 아날로그, 

Simrad NL Doppler Log or GPS

• 시리얼 라인: 4개 NMEA0183 

시리얼 라인

• 옵션: 인터넷 인터페이스

전원 요구사항
• 전압: 220Vac, ±15%, 50/60hz

• 소모량: 90W

변환기
세라믹, 스플릿 빔 변환기 타입, 

공급된 20m케이블, 듀얼 또는 트

리플 변환기 배열에 지름 12m

• 빔 너비: 40°(-3 dB), 원형

• 수평범위: 배열에 따른 70°-

100°(두개의 싱글 또는 

하나의 트리플)

기술 사양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센서
공동 센서 설명서

• 대체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진형 하우징

•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 작동시 배터리 수명: 매15초 

정보를 얻을 때 대략40시간

• 최대 작동 깊이: 2000 m

• 주파수 범위: 27 - 33 khz

• 무게: 3 kg (물속에서)

• *센서 타입: 깊이 센서

  온도 센서

  온도/깊이 센서

  범위 센서 

  어망 눈 센서

  수량 센서

  높이 센서

  도형의 모양 크기 위치 

 형태의 센서

Simrad

Tel: +82 51 242 9933

Fax: +82 51 242 9934

simrad.korea@simrad.com

www.simr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