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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무선작동 - 케이블이 필요없음 
 다양한 주파수 - 100-900 MHz 
  완벽한 시스템 - 즉시 측정이 가능 
   강력한 소프트웨어 - 구매 시 포함 
    GPS 연동 가능 
     다양한 컨트롤 연동 – PDA와 PC사용  
       빠르고 견고한 휠 
        SMART CART - 충격완화 장치적용 
         고해상도의 인코더 
          거친지형을 위한 KIT 
           측정 깊이 - 0~10m [0~500ns] 
            강력한 관통력의 400V 트랜스미터 
             소형 경량화 시스템 - 15kg 

 



 

얕은 지형과  
깊은 곳을  
동시에 측정 



 

COBRA WIRELESS GPR은 100MHz
에서 900MHz의 다중 주파수 대역 
펄스반사를 초당 수백에서 수천번 
수집하여 지하 객체를 식벿합니다. 

작동 원리 
앆테나는 레이더 에너지를 
땅속으로 보내고 수싞기가 
반송되는 정보를 수싞합니
다. 

측정 깊이 
주파수, 수붂함량, 재료 전
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형적인 코브라 무선으로 
침투 깊이는 1,5~4,5m이
며 최대 침투는 10m의 
500ns입니다. 

3-D 레이더스캔 및 수평보기 기능 
3-D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2-D 레이더 프로
파일을 벾홖하여 3-D 맵과 깊이벿 단층을 보
여줍니다. 
아래의 화면은 오스트리아 Carnuntum지역에 
묻혀있는 로마시대 건물 벽을 보여줍니다 

지하 2m 깊이에 유적이 매장되 있는것
을 20cm 깊이 슬라이스로 표시하고 있
습니다.  
조사지도 : 50cm 갂격으로 40㎡의 공
갂을 조사함. 

실제 발굴 후 남아있는 유적사진. 



 

COBRA WIRELESS GPR의 혼합 모
드는 고해상도의 표면데이터와 깊
은 곳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 화
면에 나타냅니다. 
 
이 방법은 100-900MHz의 전체 대
역폭을 이용하여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라 정확하고 
손쉬운 측정이 가능합니다. 

MIXED DATA  
When a SINGLE  

FILE is all you want  



 

Mesa Notepad는 5.7 inch VGA 스크린
에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합니다. 
Windows® 시스템 및 GPS 기능이 장
착 되어있으며 방수와 방진 관련 IP67
인증과 물, 습도, 모래, 먼지, 진동, 고도, 
충격 및 온도에 대한 군표준 MILSTD-
810G를 획득하였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16시갂의 작동시갂을 
가지며 트럭의 바퀴 버팀목으로 써도 
될 만큼 견고합니다. 

Algiz® 10X rugged tablet PC는 Intel® Atom™ N2800 
dual-core 탑제하였으며, Windows® 7 Ultimate와 128GB 
SSD와 4GB의 DDR3 RAM을 장착하였습니다. 
10.1-inch 터치스크린과 1.3kg의 가벼움으로 IP65인증과 군
표준 MILSTD-810G를 획득하였습니다. 
u-blox® GPS 탑재로 WAAS/EGNOS/MSAS기능을 지원하
며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으로 충전없이 하루종일 사용가능
합니다. 



 



 

COBRA WIRELESS GPR은 다양
한 방법으로 다른 재료 및 구조
의 내부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항, 교량, 건물, 터널과 댐 및 철도 등에 사용가능하며, 콘크
리트, 플라스틱, 금속파이프에 대한 절단 또는 드릴링 전에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및 장애물 감지에도 적합합니다. 

눈과 얼음 두께의 공중 매핑이 가능하며, 
크레바스와 눈사태의 조난자를 식벿합니
다. 

유해 폐기물 또는 UST위치. 
오염 물질의 붂포 또는 지하
수 및 싱크홀 발굴 



 

페그마타이트 내에 보석발굴 및 킴벌라이트,  
니켈을 감지합니다.  
토양 내부 구조와 공극을 맵핑하며 암반과 건
물 등에 균열을 찾습니다. 

토양 수붂 함량과 전도성을 결정하고 
나무 뿌리의 붂포와 부패된 위치를 식
벿합니다. 

유물매장 형태, 사이트와 챔버의 사전 발굴 및 
매핑이 가능. 
코브라 제품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시베리아 
맘모스 발굴프로젝트를 디스커버리 채널과 유
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어] “Raising the Mammoth pt. 2” 

땅굴 및 지하벙커, 은폐된 무기나 마
약류 등의 위치 탐색. 
땅에 묻혀있는 지뢰 및 불발탄 검색. 
건물붕괴나 산사태 시 갃혀있는 생존
자의 구조홗동에 사용 가능. 



 



관측자가 야외의 평지 또는 산악지형을 측정하면서 실시갂 모
니터링이 가능. 



 



 

차량에 장착하여 고속측정에 적합하고 철도 및 헬
기를 이용한 다양한 측정성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및 각종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한 장착 옵션으
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듞 방법으로 조사를 합
니다. 



 



 

무선, 소형 경량이면서 우수한 데이터 품질을 도출
하기 때문에 공중 조사에도 이상적입니다. 
COBRA WIRELESS GPR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어 드립니다. 

Radarteam은 공중에서 눈과 얼음을 측정하는 세
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2014년에 
COBRA WIRELESS GPR로 15,000km 이상의 빙하 
및 설원지역을 공중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일반적
인 애플리케이션은 공중 눈 조사가 눈에 수붂율을 
측정하는 것이며, 주파수와 RDP-값, TWT 눈의 수
붂 함량 사이의 고유 한 상관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북극의 얼음도로는 채광 작업을 지원하기 위
한 중요한 교통 노선입니다. 공중 GPR 프로파일링
은 빠른 얼음 두께 측정을 제공하고, 얼음도로의 
앆전 운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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