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Mic
아날로그 무전통신망을 이용한 GPS 좌표 전송 솔루션

• 다양한 무전기 지원

- Motorola, Kenwood, ICOM, EFJohnson, Maxon, Vertex 등

• 고성능 GPS 안테나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확인 - 오차 범위 10m

• 간편한 조작

-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에 GPSMic 연결

• Voice 채널을 이용한 GPS 좌표 전송으로 별도의 Data 채널이나 중계기 불필요

•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긴급버튼’

• 다양한 GPS 좌표 전송 방식

- PTT 버튼 누룰 때

- 지정한 시간별 (예 10분, 20분, 30분, 1시간 등)

• 무전망을 이용한 원격 GPSMic 설정 및 변경

• 다양한 Google 지도와 연동한 표시 방식

• 다양한 Tracking 기능

• 다양한 Report 기능

• 최대 4채널 GPS 좌표 수신 (Base Station 사용시)

•• 무전무전 통신망을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이용함으로써 데이터데이터 통화료통화료 불불 필요필요

“Radio GPS Solution”

● 주요 기능

● GPSMic 연결 구성도

2D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지도

● 다양한 지도 화면

아날로그 무전기를 이용한 GPS 전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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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분야

• 산불 감시 요원

• 군 / 경찰

• 소방 대원

• 재난재해 / 민방위 요원

• 아날로그 무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



GPSMic 의 다양한 기능
● GPSMic 주요 기능

GPSMic

● 순찰 지역 / 관심 포인트 설정

• 관심지역 표시

• 위험 경계 지역 설정

• 순찰자의 경계 지역 이탈 시 자동 알람

• 마지막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
나면 알람

● Base Station

• 동시 최대 4채널 지원

• 서로 다른 무전 채널 지원

-20 ~ 70 C운영환경

85 – 264 VC, 5 WattsPrimary Power

모뎀별 One Bi-color LED Indicators

Rocker type, On-Off, 후면 장착Power Switch

IEC320 modular connectorPower Input

One DB-26 per channelModem Connector

1 standard; 3개 까지 추가 가능Modem Channels

19” rack mount, 1UHousing

“Radio GPS Solution”

● Track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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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좌표 전송 방식

● Base Station Specification

• PTT 누룰 때

• 일정 시간 별

• 특정 거리 별

• 인원별 검색 가능

• 상세 이동 위치 로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