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rad ES70
체장 어탐기 ES70

최신식 어탐기
高해상도 – 高정확도
어군 크기에 따른 확대 기능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감도 기능성
완벽한 자동 거리조절
자동 펄스 길이 조정
무제한의 개인 설정
빠르고 쉬운 조작
개선된 해저 감지 기능
24 시간 어탐 화면 저장
여러가지 언어로 된 메뉴 시스템
동시에 최대 6개 주파수를 보여줌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최적화 (16:9)

www.simr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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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ES70 체장어탐기

Simrad ES70 은 모듈식 시스템이다. 즉 사용자는 간단한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빔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일반 어탐기 및 체장어탐기를 사용하여 시
스템을 여러 주파수의 어탐기로 확장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고급 소프트웨어 기
능, 트랜스듀스 및 트랜시버를 선택할 수 있다.
Simrad ES70 은 어떤 종류의 어
장에도 맞는 체장 어탐기이다.
Simrad ES70은 새로운 세대의
어탐기이다. 당사의 까다로운 고
객들의 증가하는 니즈를 만족시
키기 위해 컴퓨터의 최신 혁신기
술이 사용되었다 “어떤 깊이에
서도 최고의 성능, 그리고 쉬운
조작!”
사용자의 언어로 된 메뉴 시스템
Simrad ES70의 메뉴 시스템은
빠르고 쉬운 작동을 보장하기 위
해 사용자의 언어
로 된 아이콘 및
버튼을 사용한다.

ES70 체장 어탐기 모델들
• 5개의 상이한 주파수: 18,
38, 70, 120 및 200 kHz
• 다음을 위한 분리된 화면상
정보 창:
- 확대 보기
- 깊이
- 컬러 한계점
- 바닥 경도 (옵션)
- 어군량 (옵션)
- 어군 크기 배분
- 어군 위치
- 반향 위치
• 수정된 어군 크기 표시의
에코그램
• “어군 사이즈 창”에서 “
최고치” 및 “샘플 수”
• 어군 크기 범위 측정을 위한
독립 설정
• “단독 어군 표시”의 새로운
“원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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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의 개인 세팅
범위에 따른 펄스 길이
완벽한 자동 거리조절
게인 설정에의 변경은 전체
화면에 적용된다
해저에 가깝고 경사면에 있는
어군의 향상된 감지를 위한
새로운 해저 탐지기
모니터 화면에 동시에 최대 6
개 주파수
24 시간 어탐화면 저장 및
재생으로 저장된 어군 기록
비교 가능
개별 주파수에 대해 조절
가능한 컬러 한계점
64 또는 16 컬러 표시
16:9 와이드스크린 최적화
해저 확장, 표층 확장 또는
트롤 지역에 대한 디스플레이
공간 소유
현지 언어로 된 메뉴 시스템

• 단독 또는 이중 주파수의
트랜듀서
• 최대 4 kW 까지의 전송 전력
• 요구 A-스코프
• 깊이 표시
• 위치, 방향, 속도 및 온도의
화면상 표시
• Simrad의 PI(네트 존데) 및
소나와의 인터페이스
• 소리 속도, 거리 또는 시간에
맞게 조정된 화면 속도
• 화면 저장 기능
선택적 기능
• 생물량 계산
• 해저 경도 계산
• 파고에 상하 움직임과
상관없이 수심측정.

SIMRAD ES70 체장어탐기

Simrad ES70 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은 에코그램을
제공한다.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전용 정보 창
을 열어 추가 가능하다.

새로운 확대 기능
Simrad ES70 이 제공하
는 새로운 확대 기능은 혁
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용
하기 쉽다. 트랙볼을 사용
하여 에코그램 구역을 정
할 수 있다. 지정한 구역
내의 정보는 확대 창에 표
시되고 생물량이 계산되고 표시
된다. 어군의 크기는 사이즈 디
스트리부트에 표시된다.
줌 구역은 바닥에 가까운 구
역의 어군 떼를 조사하거나 음향
측심 기록
기의 단독
어군을 측
정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에코 위치
에코 위치 창은 어탐
기에 현재 위치한 단독 어군의
3D 표시를 제공한다. 에코의
색상은 크기 배분 창의 색상과
동일하다.

정보 창 소개
Simrad ES70는 선택 정보를 표
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한다.
당사는 이를 정보 창이라고 부른
다.
상위 바에 있는 요청된 아이콘
을 에코그램에 추가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용 프레임에 표시한다.
원하는 곳에 프레임을 위치시킬
수 있으며 어떤 모양으로도 크기
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하
여 뒤에 위치하는 음향 측심 기
록도의 정보를 잃지 않고 볼 수
있다.

Size
Distribution
Whitefish
Upper Echogram
%

15 cm

해저 경도
새로운 해저 경도 창으로 사용
자는 해저 조건/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ES70 은
반사율을 측정하고 경도를
1에서 100까지의 단위로
계산한다. 또한 정보는 항
해(운항/조종) 플로터에도 발송
될 수 있다.

Biomass
Upper Echogram

4 cm
Lower Echogram
Zoom Echogram

45901

26 cm

Lower Echogram
Zoom
(CD010226-002)

SIMRAD ES70 체장어탐기

ES70 체장어탐기
체장 어탐기는 어군에서 표적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각기 다
른 어군 크기 및 종류는 상이한
표적 강도를 가진다. 어장 과학
자의 도움으로 상이한 종류의 어
군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25년
이상의 체장 어탐기 경험으로,
Simrad는 어군 크기를 결정하는
본 기술을 사용하여 이 세계의
선두 기업이 되었다.
여러 주파수 사용 가능
각기 다른 어장에는 상이한 주
파수 및 트랜듀서가 사용된다.
고등어, 참치, 멸치, 청어 및 기
타 떼를 짓는 어군은 깊이에 따
라 보통 120 이나 200 kHz 의
고 주파수 시스템을 사용하
여 가장 잘 측정된다. 대구
류, 검정대구 및 기타 물 바
닥에 사는 어군은 70 이
나 38 kHz 시스템을 사용
하여 측정될 수 있는 반
면 심해 어종에는 18 kHz
가 사용된다.

무제한 역량
Simrad ES70 체장 어탐기는 일
반 음향 측심기 그 이상이다. 어
느 경쟁 제품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만큼 많은 변환기 및
주파수와 시스템을 결합할 수 있
고 항상 꿈꿔왔던 음향 시스템
을 구축하고, 아래나 옆, 어군
량, 심해 및 얕은 물에서의 단독
어군 탐지, 바닥 식별, 이력 음
향 측심 기록도, 기록 설비, 무
제한 개인 설정, 플로터(작동장
치)로의 데이터 출력 등을 볼 수
있다.

오랜 역사, 오랜 경험
Simrad는60년 이상 음향 측
심기를 제조해왔다. Simrad 최
초의 음향 측심기는 1951년에
나왔다. 이것은 어부들에게 진
정한 이점을 주었는데 그들은
깊이 즉 바다 윤곽 및 어군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Simrad는 음향
측심기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
는 제조업자이다. 전세계의 어
부들은 품질에서 가장 최고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능성을
선도하며 더 좋은 좀더 진보된
디자인을 제시하는 Simrad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
다. Simrad는 음향 측심기 기
술의 길을 닦아왔다.

가장 강력한 확대 기능!
에코 그램상에 구역을 선택
하고
크기를 표시하며 확대
창에서 에코를 조사한다.
확대 구역이 선박에 고정
유지되도록 하거나 에코 그램
도에 따라 움직임이 가능하다.
확대 화면의 총 어군량 관찰.
사이즈 배분 Size
Distribution
창에서 어군
크기 관찰.
Whitefish
Upper Echogram

%

15 cm
4 cm

26 cm

Lower Echogram
Zoom Ech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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