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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정보

목적
본 참조 매뉴얼의 목적은 Simrad ME70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설명, 절차, 세부 파라미터 설명을 제공하고
시스템 파라미터와 조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완벽히 활용하려면 시스템 기능과 제어
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상의 상태는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심하게 변화하므로 항상 최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설정을 정확히 식별하기
란 불가능합니다. 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연구할 것
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특히 시스템 기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꼭 매뉴얼
을 잘 참조하십시오.
대상자
본 매뉴얼은 Simrad ME70의 모든 사용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매뉴얼
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설명과 세부 정보의 수준은 전문 사용자 또는 전문 사용
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본 매뉴얼은 독자가 수중 음향의 기초적인 음향 원리에 익숙하며 소나와 에코 사
운더의 과학적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임을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도움 말 '을
을 클릭하십시오!
'도
Simrad ME70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적인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을 찾을 수 있습
니다. 도움말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Simrad
ME70 참조 매뉴얼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에서
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제 목 표 시 줄 에서 [?] 를 클릭하거나 대화 상자 중 하나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도움말 시스템을 열면 디스플레이 화면 상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본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버전 1.2.6에 적용됩니다.
등록 상표
Windows®, Windows XP®, Windows® 7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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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d®, SIMRAD®, Simrad® 로고는 노르웨이 및 기타 국가에서 Kongsberg
Maritime AS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변경 기록
A

2009-02-01: 매뉴얼의 최초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1.1.1.

B

2012-12-21

C

a

새 소프트웨어 버전 1.2.5를 설명하기 위해 변경.

b

매뉴얼의 이름을 Simrad ME70 참조 매뉴얼 로 변경.

c

새로운 회사 기준에 적합하게 장의 구조를 새로운 장 제목으로 변경.

d

새로운 장 삽입: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19 페이지

e

새로운 장 삽입: 원시 데이터 파일 형식 401 페이지

f

새로운 장 삽입: 데이터 구독 및 원격 제어 408 페이지

g

새 메시지 유형과 추가 메시지로 메시지 329 페이지 장 재구성.

h

새 페이지 레이아웃. 오식 수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

2014-02-04

a

14

디 스 플 레 이 메뉴에서 섹 터 뷰 기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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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을 통해 Simrad ME70의 개요를 파악하십시오.
항목
• 중요 16 페이지
• 시스템 설명 17 페이지
• 시스템 다이어그램 19 페이지
• 시스템 유닛 20 페이지
• 네트워크 보안 21 페이지
• 지원 정보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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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다른 모든 첨단 기기와 마찬가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이 있습니다.
항목
• ME70 을 사용하지 않을 때 16 페이지
• 고장이 발생한 경우 16 페이지
• 트랜스듀서 취급 16 페이지

ME70을 사용하지 않을 때
ME70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체 시스템 전원을 끄십시오.
관련 항목
• ME70 전원 끄기 46 페이지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지역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리점
에서 지원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http://www.simrad.com에서 모든 대리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으
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이 장에 소개되어 있는 지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지원 정보 22 페이지

트랜스듀서 취급
노트

모든 트랜스듀서는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 취급하면 트
랜스듀서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트랜스듀서가 물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작동하지 마 십 시 오 .
트랜스듀서를 거칠게 취급하지 말 고 , 충격을 피하십시오 .
트랜스듀서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 십 시 오 .
트랜스듀서 표면을 청소하기 위해 고압의 물 , 샌드 블라스트 , 금속 공구를 사
용하지 마 십 시 오 .
트랜스듀서 표면을 청소할 때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마 십 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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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명
Simrad ME70은 수산
업 연구용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정량적 멀
티빔 에코 사운더였습
니다.
Simrad ME70은 사이
드 로브 레벨이 매우
낮은 고해상도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입
니다. 수주에서의 데
이터 수집 전용 제품
입니다. ME70은 멀티
빔 스와스의 크고 유
연한 샘플링 볼륨을 정
량적 과학용 에코 사
운더의 정확도와 결
합합니다. 800개의 송
수신 채널을 사용하여
70~120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ME70은 표준 시스템에 수심 측량 기능을 추가하여 고해상도 해저 매핑 기
능을 제공합니다.
Simrad ME70은 수산업 연구용으로 개발되어 다음의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트랜시버 작동 제어
• 센서 입력 제어
• 정보 표시
• 데이터 출력 및 기록 제어
•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 재생
• 원격 제어 및 데이터 구독
• 보정 프로그램
Simrad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는 아래쪽을 향하며, 높은 작동 유연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어류 행동 특성 연구, 어군 특성화 등 기타
목적의 다양한 안정화된 빔이 포함됩니다. 이런 빔의 섹터를 타겟 강도 측정 및 타
겟 추적과 같은 단일 타겟 분석을 제공하는 분할 빔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이드 로브 레벨이 낮고 펄스 길이가 짧게 보정된 좁은 분할 빔 섹터를 통해 해저에
매우 가까운 곳의 바이오매스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선체를 가로지르
는 팬 중심 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저 지형의 융기부
가까이에 있는 어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주파수 범위에 걸쳐 모든 빔
을 사용하여 주파수 비교를 위해 한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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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듀서의 대역폭, 빔 조향 한계, 달성 가능한 최소 빔 개방 각도 내에서,
Simrad ME70의 빔 방향, 주파수, 개방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현재 데이터 획득을 훌륭하
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송신 모드뿐 아니라 빔
폭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성을 맞춤
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 시스템의 효용
가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고해상도 해저 매핑을 위한 수심 측량 프로세서 시스템.
• 대용량 요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요소 데이터 로거.
Simrad ME70용으로 제공되는 수심 측량 옵션을 통해 ME70을 수산업 연구 용
도의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뿐 아니라 해저 매핑을 위한 멀티빔 에코 사운
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ME70 시스템에 하
드웨어 항목이 더 추가되며,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소프트웨어가 사용
자 인터페이스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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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어그램
기본 ME70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제공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전원 케이블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컬러 디스플레이
를 포함한 프로세
서 유닛

B

트랜시버 유닛

C

파워 서플라이 유
닛

D

트랜스듀서

(CD016019-010)

SIMRAD

MENU

PWR

SIMRAD ME70

다음 기본 인터페이
스가 필요합니다.
1

트랜시버 유닛과
프로세서 유닛 사
이에 고품질 이더
넷 케이블 2개

2

프로세서 유닛과
선박용 근거리 통
신망 사이의 이더
넷 케이블

3

외부 데이터 로거
에 연결되는 이더
넷 케이블(옵션)

4

수심 측량 시스템에 연결되는 이더넷 케이블(옵션)

5

외부 센서(모션 레퍼런스 유닛,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침로 자이로, 음속
도 센서)와의 직렬 회선 통신

트랜스듀서에서 나오는 케이블은 트랜시버 유닛에 있는 세 트랜시버 랙의 뒤
쪽에 연결됩니다.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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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닛
Simrad ME70은 다음과 같은 메인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 컬러 디스플레이 20 페이지
• 프로세서 유닛 20 페이지
• 트랜시버 유닛 20 페이지
• 파워 서플라이 유닛 21 페이지
• 트랜스듀서 21 페이지

컬러 디스플레이
Simrad ME70 시스템에는 상용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ME70 인도 시 디스플레이가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세서 유닛
ME70 프로세서 유닛은 고성능 선박용 탁자형 컴
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상용 제품 설계를 기반으
로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Simrad에
서 ME70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규격에 맞춰 조
립하고 설치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Microsoft® Windows® 7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됩니다. 관련 주변 장
치와의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서 유닛은 두 개의 고속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트랜시버 유닛의 이더넷
스위치와 통신합니다.

트랜시버 유닛
Simrad ME70 트랜시버 유닛은 19인치 기기 랙에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케이
블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트랜시버는 트랜스듀서에 물리적으로 최대한 가
까운 곳에 배치됩니다. 트랜시버는 트랜스듀서로 보내는 전기 신호를 계산하고
발생시켜 '핑'이라는 전송 신호를 형성합니다. 전송 후, 트랜시버는 에코를 수신
합니다. 수신된 에코는 필터링 및 증폭된 다음,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트랜시버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25개의 트랜시버 회로 기판이 있는 트랜시버 서브랙 3개
• 이더넷 스위치 1개
• 캐비닛 팬 유닛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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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서플라이 유닛
각 Simrad ME70 파워 서플라이 유닛은 트랜시버 유닛에 있는 트랜시버 랙 3개 중
1개로 작동 및 전송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부 아날
로그 파워 서플라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의 전압 강하를 줄이기 위
해 길이를 최대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경고
파워 서플라이에는 고전압이 흐릅니다 .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캐비닛 도어를 열
지 마십시오 .

트랜스듀서
Simrad ME70 트랜스듀서는 평면이며, 세라믹-폴
리머 복합 매트릭스로 구성됩니다. 각 트랜스듀서
소자용 변압기는 트랜스듀서에 위치하며 이를 사
용하면 낮은 임피던스로 트랜시버 유닛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는 트랜시버 유닛에 있는 트랜
시버 랙 3개의 뒤쪽에 케이블 25개로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보안
Kongsberg Maritime에서 생산되는 장비는 흔히 선박의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
됩니다.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네트워크
에 연결된 다른 모든 컴퓨터에 항상 노출됩니다. 때문에 다음의 위험이 즉시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 원격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원격 컴퓨터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컴퓨터가 컴퓨터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 원치 않는 소프트
웨어 설치).
보통, 위험 수준을 정의하는 데 다음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합니다.
• 원격 연결을 통해 위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
• 원격 연결을 통해 이런 시도에 성공할 경우 입게 될 피해.
Kongsberg Maritime에는 선박에 설치된 전체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험 수준과 네트워크 보안 필요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Kongsberg Maritime에서 제공하
는 시스템은 센서 인터페이스 및/또는 데이터 분배를 위한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있더라도 독립 실행형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410529/C

21

Simrad ME70

중요

이들 시스템을 바이러스, 멀웨어 또는 외부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안전 응용 프로그램도 Kongsberg Maritime 컴퓨터
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의 물리적 접근을 포함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ME70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작업은 항상 고객이 구현해야 합니다.

지원 정보
Simrad ME70 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지 딜러 또는 당사 지원 부서
에 문의해야 합니다. http://www.simrad.com에서 모든 대리점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사 )
노 르 웨 이 (본
• 회 사 이 름 : Kongsberg Maritime AS/Simrad
• 주 소 : Strandpromenaden 50, 3190 Horten, Norway
• 전 화 : +47 33 03 40 00
• 팩 스 : +47 33 04 29 87
• 이 메 일 주 소 : simrad.support@simrad.com
• 웹 사 이 트 : http://www.simrad.no
스페인
• 회 사 이 름 : Simrad Spain
• 주 소 : Poligono Partida Torres 38, 03570 Villajoyosa, Spain
• 전 화 : +34 966 810 149
• 팩 스 : +34 966 852 304
• 이 메 일 주 소 : simrad.spain@simrad.com
• 웹 사 이 트 : http://www.simrad.es
미국
• 회 사 이 름 : Kongsberg Underwater Technology Inc / Simrad Fisheries
• 주 소 : 19210 33rd Ave W, Lynnwood, WA 98036, USA
• 전 화 : +1 425 712 1136
• 팩 스 : +1 425 712 1193
• 이 메 일 주 소 : simrad.usa@simrad.com
• 웹 사 이 트 : http://www.simr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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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회 사 이 름 : Kongsberg Maritime Malaysia Sdn. Bhd
• 주 소 : Unit 27-5 Signature Offices, The Boulevard,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Malaysia
• 전 화 : +65 6411 7488
• 팩 스 : +60 3 2201 3359
• 이 메 일 주 소 : simrad.asia@simrad.com
• 웹 사 이 트 : http://www.simrad.com
수심 측량 시스템 지원
수심 측량 유닛 또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이 필요한 경우 Kongsberg Maritime 사업소로 문의하십시오. 당사의 지원 사업소
목록은 http://www.km.kongsber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노르웨이 본사의 지원 사업소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 소 : Strandpromenaden 50, 3190 Horten, Norway
• 전 화 : +47 33 02 38 00
시 간 전 화 지 원 : +47 815 35 355
• 24시

• 팩 스 : +47 33 04 76 19
• 이 메 일 주 소 : km.hydrographic.support@kongsberg.com
• 웹 사 이 트 : http://www.km.kongsbe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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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ME70 기본 조작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시스템 기본 조작 및 절차의 간략한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을 처음 사용할 때는 이 장 전체를 보면서 ME70을 조작하여 메뉴, 대화 상자 및 디
스플레이 표시를 숙지할 것을 권합니다.
중요

이 매뉴얼에서 “클릭“이라는 동작은 지정된 버튼, 필드, 기능 위에 커서를 놓고 마
우스 왼쪽(또는 트랙볼) 버튼을 한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 클릭“이
라는 동작은 마우스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르기“라는 동작은 손가락으로 물리적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
키보드의 문자 버튼 또는 Enter 키).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25 페이지
• 작동 원리 27 페이지
• 프레젠테이션 개요 28 페이지
• 정상 작동 시작 34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43 페이지
관련 항목
• 작동 절차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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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끄기 절차
이 절차에서는 ME70 시스템을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ME70 전원 켜기 25 페이지
• ME70 전원 끄기 25 페이지
• ME70 재시작 26 페이지

ME70 전원 켜기
목적
이 절차에서는 Simrad ME70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

소나실 주위 온도가 낮을 경우 시스템 예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약 30 분 동안 시스템을 유휴 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
전제 조건
a ME70 트랜시버 유닛은 선박 주 전원에 연결되며, 작동용으로 설정됩니다.
b 트랜시버 유닛의 모든 회로 차단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c
소나실 에어컨이 작동 중입니다.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컬러 디스플레이 전원을 켭니다.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프로세서 유닛(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운영 체제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바탕 화면의 ME70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4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5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6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7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의 Start(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트랜시버를 시작하고,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
를 확인합니다.

ME70 전원 끄기
목적
이 절차에서는 Simrad ME70의 전원을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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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절대로 컴퓨터의 ON/OFF 스위치만 사용하여 ME70 을 끄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소프트웨어 또는 외부 장치용 인터페이스 파라미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항
상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컴퓨터 전원을 끄더라도 트랜시버 유닛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ME70 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둘 경우 트랜시버 유닛의 모든 회로 차
단기를 분리하고 환기 팬이 중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러면 캐비닛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의 Shutdown(정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트랜시버를 정지하고,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
를 확인합니다.
5 프로그램의 Exit(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상단 바
에 위치합니다.
6 프로그램이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7 컴퓨터 자체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으면 운영 체제에서 제공되는 수동 끄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8 컬러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ME70 재시작
목적
이 절차는 Simrad ME70을 재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제 조건
a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중입니다.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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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의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트랜시버를 시작하고,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동 원리
대부분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처럼 ME70 역시 마우스(또는 트랙볼) 및 키보
드로 조작됩니다.
중요

이 매뉴얼에서 “클릭“이라는 동작은 지정된 버튼, 필드, 기능 위에 커서를 놓고 마
우스 왼쪽(또는 트랙볼) 버튼을 한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 클릭“이
라는 동작은 마우스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르기“라는 동작은 손가락으로 물리적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
키보드의 문자 버튼 또는 Enter 키).
항목
• 커서 27 페이지
• 마우스 28 페이지
• 트랙볼 28 페이지
관련 항목
• 버튼 유형 33 페이지

커서
팁

왼손 사용자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마우스 버튼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커서 모양과 용도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과 하단의 상 태 표 시 줄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
고 아이콘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표시된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 에코그램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커서 위치로 표시되는 깊이의 에코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는 도구 설명을 확인합니다.
• 메뉴와 메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클릭하여 작동 파라미터를 변
경하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메뉴 버튼 위에서 커서 모양이 변하며 이러한 파
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해 선택한 항목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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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여 ME70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커서
이동을 제어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트랙볼
ME70의 모든 기능을 트랙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랙볼로 커서 이동을 제어하
고, 버튼을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선택합니
다. 트랙볼의 형태와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림에서는 일반 버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C
A
D

A

컨트롤 휠 - 범위와 게인 선택

B

트랙볼 - 화면의 커서 위치 제어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상황에 맞는 바
로가기 메뉴 열기

D

마우스 왼쪽 버튼 - 메뉴 시스템과 대화 상자에서 항목 선택

(CD010216A)

B

프레젠테이션 개요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29 페이지
• 제목 표시줄 31 페이지
• 메뉴 시스템 32 페이지
• 버튼 유형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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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구성

일반적인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이 표시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Replay(재생) 모드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A

제목 표시줄
제 목 표 시 줄 에 제조사(Simrad)와 제품 이름(ME70)이 표시됩니다. 몇 가지 정

보 필드와 버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와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시스템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하고, 탐색 정보를 담고, 기본 시스템 기능을 설정합니다.
B

에코그램

각 에코그램은 자체 Channel view(채널 뷰)에 표시됩니다. 다섯 개의 채널
뷰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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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채널 뷰가 열립니다. 각 뷰마다 해수면 관련 및 해저
관련 에코그램이 하나씩 있습니다.
채널 뷰를 클릭하면 에코그램이 “활성“ 상태로 선택됩니다. “활성“ 에코그램
에는 빨간색의 두꺼운 테두리가 있습니다. 에코그램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변경할 경우 기본적으로 “활성“ 에코그램에만 적용됩니다.
팁

사이의 경계선을 옮겨 채널 뷰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클릭하
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선을 옮깁니다.
각 채널 뷰에 Colour Scale(색 눈금), Depth(수심),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Scope(범위) 및
Numerical(수치)의 다섯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는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수직 및/또는 수평 방향으
로 테두리 선을 끌어 열 수 있습니다.
C

메뉴 시스템

메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하위 메뉴를
열 때는 Main(주) 메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 시스템을 숨기
거나 불러올 때는 제 목 표 시 줄 의 Menu(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D

스와스 뷰

이 뷰에는 스와스 필드가 있어, 팬에 있는 모든 빔의 음향 데이터를 볼 수 있
습니다.
Swath(스와스) 뷰에 Colour Scale(색 눈금) 필드와 Depth(수심) 필드 2개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들은 5개의 채널 뷰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E

재생 표시줄

재생이 진행될 때 재생 표시줄이가 제목 표시줄 밑에 표시됩니다. 재생 표시줄을
사용하여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고,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F

하위 메뉴

하위 메뉴는 Main(주) 메뉴 아래의 버튼을 클
릭하여 열고 닫습니다.
관련 항목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메뉴 시스템 126 페이지
→ 스와스 및 채널 뷰 1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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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줄
ME70 제 목 표 시 줄 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맨 위에 있으며, 제일 왼쪽부터 제
일 오른쪽까지 확장됩니다.
제 목 표 시 줄 을 사용하여 주요 기능과 탐색 정보에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메뉴 숨기기 또는 표시, 데이터 기록 시작 및 정지, Messages(메시
지) 대화 상자 열기,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운영 체제
기능과 관련된 버튼도 몇 개 있습니다.

A

B

C

Function(기능)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 시스템 기능을 제어합니다.
• Exit(종료):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 Minimize(최소화) 및 Resize(크기 조정):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프레젠
테이션 크기를 조정합니다.
• Help(도움말):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을 엽니다.
• Alarm(경보):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버튼이 깜박이면 메시지가 게시된 것입니다.
• Record(기록): 이 버튼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Date and time(날짜 및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접두사 “R:“은 현재 데이터가 이전에 기록
된 세션부터 재생됨을 나타냅니다.
위치

버튼이 아닌 현재 지리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D

방향

버튼이 아닌 선박의 현재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E

속도

버튼이 아닌 선박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F

로고 및 제품 이름

SIMRAD 로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bout(정보) 대화 상
자를 엽니다.
G

메뉴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시스템을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관련 항목
• ME70 전원 켜기 45 페이지
• ME70 전원 끄기 46 페이지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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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버튼 121 페이지
• 기록 버튼 122 페이지
• 내비게이션 필드 122 페이지
• 기능 버튼 123 페이지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메뉴 시스템
메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E70 프레젠테이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ME70의 작동 파라미터는 주 메뉴, 하위 메뉴 세
트 및 여러 메뉴 버튼이 있는 트리 구조를 사용하
여 선택합니다. 일부 메뉴 버튼은 추가 선택 기
능이 있는 대화 상자 또는 하위 메뉴를 엽니다.
Main(주) 메뉴에는 정상 작동 시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주 메뉴 아래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하위 메뉴
를 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왼쪽부터).
A

Operation(작동) 메뉴는 기본 작동 파라미터

를 제어합니다.
B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는 디스플레이 프

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 같은 시스템
의 시각적 측면을 제어합니다.
C

Setup(설정) 메뉴는 신호 처리 구성, 시스템

설치와 유지보수 및 주변 장치 연결을 제어
합니다.
D

Active(활성) 메뉴의 내용은 현재 활성 항목

(뷰 또는 객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을 사용하여 선택된 뷰 또는 객체에 사용 가
능한 특수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E

Extras(추가) 메뉴는 메뉴가 아닙니다. 이 메
뉴에는 선택된 뷰의 수치 데이터 목록이 있
습니다.

팁

메뉴 시스템 장에 메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과 파라미터의 세부
목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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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메뉴 시스템 162 페이지

버튼 유형
각 메뉴에는 여러 개의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각 버튼마다 버튼 기능이 표시되
며, 이중 일부는 현재 파라미터 설정도 표시됩니다. 각 메뉴의 버튼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a

버튼의 [+] 및 [–] 필드를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b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커서를 옆으로 옮겨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마우스 또는 트랙볼의 스크롤 휠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

키보드에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있는 경우).

e

버튼 하위 메뉴에서 파라미터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

전용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 버 튼 으 로 수 치 파 라 미 터 를 선 택 하 는 방 법
1

커서를 버튼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옮겨, 배
경색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a

버튼 왼쪽을 클릭하면 수치 값이 감소합니다.

b

버튼 오른쪽을 클릭하면 수치 값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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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자로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버튼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별도의 대화 상
자를 엽니다.

정상 작동 시작
전체 ME70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면 실제 작동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시동 후에는 ME70이 기존 설정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항목
• 원시 데이터 저장 34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35 페이지
• 작동 모드 선택 36 페이지
• 핑 모드 선택 37 페이지
• 송신 모드와 전력 선택 39 페이지
• 수직 범위 선택 40 페이지
• 시작 수심 선택 41 페이지
• 게인 설정 정의 41 페이지
• 현재 사용자 설정 저장 42 페이지

원시 데이터 저장
목적
이 절차는 원시 ME70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원시 데이터의 각 시퀀스(흔히 탐사
시 “라인“으로 간주됨)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저
장된 음향 데이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이 데이터를 “정상“ ME70 데이터처
럼 재생하거나 타사 프로그램의 후처리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동일
LAN의 주변 장치 디스크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명령 또는 제 목 표 시 줄 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전환합니다.
기록된 데이터 파일과 기타 기록 파라미터를 배치할 위치는 File Output(파일 출
력) 대화 상자에서 제어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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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원시 데이터 파일은 보통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 대량의 ME70 원시 데이
터를 기록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세
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 외부 저장 장치에 원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절차
1 관련 기록 파라미터가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 정의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3

4

5

기록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Record(기록) 버튼에서 On을 선택합니다.
b 제 목 표 시 줄 에서 Record(기록) 버튼을 클
릭합니다.
활성화되면 Record(기록) 버튼이 빨간색
으로 변합니다.
기록을 정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Record(기록) 버튼에서 Off를 선택합니다.
b 제 목 표 시 줄 에서 Record(기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활성화되면 Record(기록) 버튼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기록이 진행될 때 Record(기록) 하위 메뉴의 Split(분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록 중인 현재 데이터가 닫히고 새로운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
을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수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은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빔 모드 선택
목적
ME70을 사용하여 빔 모드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 빔 모드에는 모
드의 속성, 즉 빔 섹터의 수, 평균 특성, 주파수 등을 정의하는 특정 파라미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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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버튼 중앙에 현재 선택된 빔 모드가 표시되며, 버튼
4개(양쪽 2개, 숫자 1~4로 구분)를 사용하여 정의되
어 있는 상위 4개의 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빔 모드 전체 범위에서 선택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컨텍
스트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빔 모드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 상단의 커다란 Beam Mode(빔 모드) 버튼을 확인합니다.
3 숫자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장 최근의 빔 모드 4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팁
Main(주) 메뉴 상단의 Beam Mode(빔 모드) 버튼에 있는 숫자 4개를 클릭하
면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Beam Modes(빔 모드)

목록 상단에 열거된 빔 모드 4개가 선택됩니다. 이 목록은 알파벳 순으
로 정렬됩니다. 숫자 4개로 선택할 모드를 제어하려면, 접두사 등을 사용
하여 빔 모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4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하위 메뉴에서 새 빔 모드를 선택합니다.
노트

새 모드가 선택되면 프로그램이 현재 정상 작동을 종료하고 비활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후 새 모드를 사용하려면 정상 작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동 모드 선택
목적
이 절차에서는 정상 작동을 위한 ME70 설정 및 '핑 전송'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설명
ME70에서는 다음 작동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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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ctive(비활성): ME70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때는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Normal(정상): ME70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핑 전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송과 수신이 일어납니다.
• Replay(재생): ME70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때는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이 일어나
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기록된 데이터 파일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166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핑 기능 190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Operation(작동) 버튼을 클릭하고 Normal(정
상)을 선택합니다.

이제 ME70이 수중으로 핑 전송을 시작합니다.
4

Ping(핑) 버튼에서 오른쪽 기호를 클릭하고 '핑 전송'을 시작합니다.

핑 모드 선택
목적
이 절차는 ME70이 수중으로 음향 에너지를 전달
하는 빈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흔히 “핑 전송“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핑 속도“는 에코 사운더가 음향 에너지(“핑“)를 수중으로 전송하는 빈도를 제어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전송이 설정되면 다음 핑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일 단 계 )
Single step(단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단일 핑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핑을 전송하려면 Ping(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격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선택한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시간 간격(밀리초)은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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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최대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현재 수심 범위, 선택된 빔 모드, 데이터 저장용으로 선택한
범위로 정의됩니다.
관련 항목
• 핑 기능 190 페이지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절차
1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Ping(핑)을 클릭하고 On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에 있는 아이콘 두 개를 사용하여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왼쪽 아이콘(직사각형)은 “Off“입니다.
• 오른쪽 아이콘은 “On“입니다. 단일 단계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단
일 핑을 시작할 때도 사용합니다.
3

최대 핑 속도 선택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Maximum(최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ME70 핑 속도가 최대로 올라갑니다. 각 핑 사이의 시간은 현재
수심, 펄스 지속 시간 및 선택된 범위를 포함하는 여러 파라미터로 자
동 결정됩니다.
4

핑 간격 정의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Interval(간격)을 선택합니다.

b

Ping Interval(핑 간격)을 선택하고, 각 핑 사이의 시간(밀리초)을 선택

합니다.

5

38

단일 핑 전송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Single Step(단일 단계)을 선택합니다.

b

단일 핑을 전송하려면 Ping(핑) 버튼의 오른쪽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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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모드와 전력 선택
목적
ME70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Ping(핑) 명령으
로 핑 전송을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동일 메뉴의 Tx Mode(Tx 모드) 명령으로 액티
브 또는 패시브 송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송신 전력과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명
핑 전송이 설정되면 두 가지 송신(Tx)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패시브
ME70의 음향 에너지 수중 송신이 일시 중지됩니다.
• 단, 핑 전송이 설정된 경우에는(Ping이 On으로 설정됨) 시스템이 정상 작동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에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여 배경
소음을 탐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핑 전송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ff 로 설정됨) 시스템이 송수
신을 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ME70의 음향 에너지 수중 송신이 정의된 파라미터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 핑 전송이 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n 으로 설정됨)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수행합니다.
• 핑 전송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ff 로 설정됨) 시스템이 송수
신을 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송신이 진행될 때는 Operation(작동) 메뉴의 Tx Power(Tx 전력) 명령으
로 전력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절차
1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3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Tx Mode(Tx 모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Active(활성)를 선택합니다.

4

Tx Power(Tx 전력) 명령을 클릭합니다.

5

하위 메뉴에서 필요한 송신 전력을 선택합니다. –6dB, –12dB 또는 Max(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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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범위 선택
목적
이 절차는 수직 범위, 즉 해수면에서 해저면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직 범위는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로 제어합니다.

예 1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의 시작 범위와 범위
해저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ange(시작 범위) 값을 -5m로 설정합니다. 그러
면 해저면 위 5m 지점부터 에코그램이 시작됩니다. Range(범위)를 5m에 10
을 합산한 15m로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수심 위 5m부터 시작하여 해
저면 “아래“ 10m까지 영역을 표시합니다. 해저면은 평행선으로 보입니다.
관련 항목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절차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ethod 1(방법 1):

a
2

3

Method 2(방법 1):

a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엽니다.

b

임의 범위 값을 입력합니다.

c

선택한 수심, 선택한 수심 값을 동일한 유형의 현재 에코그램 모두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
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방법 3

a
4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끕니다.

방법 4

a

40

[+] 또는 [-]를 클릭하여 범위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범위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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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수심 선택
목적
이 절차는 에코그램에서 수직 시작 범위(시작 수
심)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 범위는
Main(주) 메뉴의 Start Range(시작 범위)로 제어합
니다.

예 2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의 시작 범위
해수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ange(시작 범위) 값을 0m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됩니다(단, 트랜스듀서 오프셋이 지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Range(범위)를 현재 수심에 20m를 합산해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하여 해저면 “아래“ 20m에 이르는 영역을 표시
합니다. 수심이 바뀌더라도 해저면 윤곽이 쉽게 탐지됩니다.
관련 항목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절차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법 1
a [+] 또는 [-]를 클릭하여 시작 범위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2 방법 2
a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끕니다.
3 방법 3
a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엽니다.
b 키보드로 수심 값을 입력합니다.
c 선택한 수심 값을 동일한 유형의 현재 에코그램 모두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4 방법 4
a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범위 값을 선택합니다.

게인 설정 정의
목적
이 절차는 게인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Gain(게인) 기능은 디스플레이 게인을 제어합니다.
Gain(게인) 버튼으로 제어되는 값은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같습니다.
Gain(게인) 버튼으로 색 눈금을 변경하면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Maximum
Level(최대 레벨)이 같은 값으로 이동하고, 색 단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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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 Gain(게인) 기능을 TVG 기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관련 항목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의 Gain(게인) 버튼을 확인합니다.
Gain(게인) 버튼이 2개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두 개의 TVG 설정에 대

해 개별적으로 게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방법 1

a
4

방법 2

a
b
5

Gain(게인)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좌우로 끌어 게인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방법 3

a
b
c
6

[+] 또는 [-]를 클릭하여 게인을 선택합니다.

Gain(게인)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필요한 게인 값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모든 현재 에코그램에 새 게인 설정을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방법 4

a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게인 값을 선택합니다.

현재 사용자 설정 저장
목적
이 절차는 현재 구성 및 파라미터 설정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에서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을 클릭하여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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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ave Current Setting(현재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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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설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선택한 이름으로 설정을 저장합니다.

6

선택한 이름이 Saved Settings(저장된 설정)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7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ME70은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ME70 참조 매뉴얼 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 도움말에도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은 단일 독점 Microsoft
CHM 파일에 위치합니다. CHM 파일은 Microsoft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모든 컴
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시스템을 열려면 대화 상자에 있는 Help(도움말)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
련 절차와 기타 항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관련 대화 상자에 관한 정보
가 바로 표시됩니다.
제 목 표 시 줄 의 Help(도움말) 버튼(A)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 페이지에
서 도움말 파일이 열립니다.

왼쪽의 메뉴 시스템과 문서의 대화식 링크를 통해 온라인 도움말 파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52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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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절차

이 장에는 ME70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작동 절차가 설
명되어 있습니다.
Simrad ME70에서 사용하는 메뉴 탐색은 Simrad에서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을 따르는 다른 Simrad 응용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주 메뉴는 주로 화면 우
측에 위치하며, 주 메뉴 하단에 전용 아이콘을 이용해 관련 하위 메뉴 또는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는 메뉴 선택 항목은 현재 작동 또
는 작동 모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절차가 있습니까? 설명하지 않은 작동을 수행 중입니까?
simrad.support@simra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시면 검토 후 본 매뉴얼의
다음 버전에 해당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사용자 설정 저장 및 검색 48 페이지
• 사용자 환경 설정 절차 50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53 페이지
• 프레젠테이션 절차 59 페이지
• 에코그램 절차 64 페이지
• 범위 절차 71 페이지
• 게인 절차 73 페이지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ME70 보정 준비 81 페이지
• 해양에서 소음 측정 86 페이지
• 외부 인터페이스 절차 89 페이지
• 테스트 및 유지보수 절차 103 페이지
관련 항목
• 정상 작동 시작 34 페이지
• 수심 측량 시스템의 작동 절차 3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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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끄기 절차
이 절차에서는 ME70 시스템을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이 매뉴얼에서 “클릭“이라는 동작은 지정된 버튼, 필드, 기능 위에 커서를 놓고 마
우스 왼쪽(또는 트랙볼) 버튼을 한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 클릭“이
라는 동작은 마우스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르기“라는 동작은 손가락으로 물리적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
키보드의 문자 버튼 또는 Enter 키).
항목
• ME70 전원 켜기 45 페이지
• ME70 전원 끄기 46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ME70 전원 켜기
목적
이 절차에서는 Simrad ME70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

소나실 주위 온도가 낮을 경우 시스템 예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약 30 분 동안 시스템을 유휴 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
전제 조건
a ME70 트랜시버 유닛은 선박 주 전원에 연결되며, 작동용으로 설정됩니다.
b 트랜시버 유닛의 모든 회로 차단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c
소나실 에어컨이 작동 중입니다.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컬러 디스플레이 전원을 켭니다.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프로세서 유닛(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운영 체제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바탕 화면의 ME70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4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5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6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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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의 Start(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트랜시버를 시작하고,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
를 확인합니다.

ME70 전원 끄기
목적
이 절차에서는 Simrad ME70의 전원을 끄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

절대로 컴퓨터의 ON/OFF 스위치만 사용하여 ME70 을 끄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소프트웨어 또는 외부 장치용 인터페이스 파라미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항
상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컴퓨터 전원을 끄더라도 트랜시버 유닛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ME70 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둘 경우 트랜시버 유닛의 모든 회로 차
단기를 분리하고 환기 팬이 중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러면 캐비닛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의 Shutdown(정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트랜시버를 정지하고, TRU StartUp(TRU 시동)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
를 확인합니다.

5

프로그램의 Exit(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상단 바
에 위치합니다.

6

프로그램이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7

컴퓨터 자체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으면 운영 체제에서 제공되는 수동 끄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8

컬러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ME70 재시작
목적
이 절차는 Simrad ME70을 재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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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a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중입니다.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의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트랜시버를 시작하고,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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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저장 및 검색
ME70을 사용하여 사용자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설정을 저
장할 수 있으며, 그 수는 하드 디스크 크기에 따라 제한됩니다.
기본 설정에 맞게 ME70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한 모든 파라미터가 저장됩니다.
저장된 설정을 표시할 때 모든 이름(사용자 자신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
요할 때마다 저장된 설정을 불러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 기본 설정을 불러와 ME70 전체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 현재 사용자 설정 저장 48 페이지
• 이전에 저장한 설정 사용 48 페이지
• ME70 출고 시 기본 설정 선택 49 페이지
관련 항목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현재 사용자 설정 저장
목적
이 절차는 현재 구성 및 파라미터 설정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에서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을 클릭하여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4
5
6
7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ave Current Setting(현재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설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OK 를 클릭하여 선택한 이름으로 설정을 저장합니다.
선택한 이름이 Saved Settings(저장된 설정)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이전에 저장한 설정 사용
목적
서로 다른 기어 또는 작업 전용 구성 및/또는 작동 파라미터를 저장한 경우 이를
검색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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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에서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을 클릭하여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User Setting(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Saved Settings(저장된 설정) 목록에 있
는 저장된 설정 중 필요한 설정을 한 번 클릭합니다.

4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ME70 출고 시 기본 설정 선택
목적
이 절차는 출고 시 또는 저장된 파라미터 설정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ME70을 알려진 설정으로 재설정해야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에서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를 클릭하여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3

Factory Settings(출고 시 설정) 목록에서 필요한 출고 시 설정을 클릭합니다.

4

Activate Selected Setting(선택된 설정 활성화)을 클릭합니다.

5

Close(닫기)를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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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설정 절차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환경 설정 및 개별 사용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살펴
봅니다.
항목
• 색 표현 테마 ( 색상표 ) 선택 50 페이지
• ME70 프레젠테이션 색상의 수 변경 51 페이지
• ME70 프레젠테이션의 에코 색상 변경 51 페이지
• 환경 파라미터 확인 또는 변경 52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52 페이지

색 표현 테마(색상표) 선택
목적
여러 색 테마 중 하나를 사용하여 ME70 프레젠
테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에서
는 이를 색상표 라고 부릅니다.
설명
Palette(색상표) 기능은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
이션에 사용되는 색 구성표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
니다. 주변 조명 상태와 사용자의 선호 사항에 적
합한 배경색과 밝기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선택하는 사항은 ME70 성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167 페이지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절차
1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2

Palette(색상표) 버튼을 확인합니다.

3

사용할 색상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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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 프레젠테이션 색상의 수 변경
목적
이 절차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색
상의 수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색상의 수를
설정합니다(12색 또는 64색).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3

No Of Colours(색상 수) 버튼을 확인합니다.

No 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색상 수를 선택합니다.

ME70 프레젠테이션의 에코 색상 변경
목적
이 절차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에
코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에코 색 선택은 No.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
용하고 64색 사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3

Echo Colours(에코 색) 버튼을 확인합니다.

Ecogram Colours(에코그램 색상)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색상 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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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라미터 확인 또는 변경
목적
이 절차는 염도, 음속 및 수온과 관련된 환경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설치 기능 222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절차
1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표시된 메뉴에서 Environment(환경)를 클릭하고 Environment 대화 상자를
엽니다.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는 환경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는 모두 ME70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범위, 전파 손실, 확산 손실
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3
4

또한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음속도 데이터의 소스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목적
이 절차는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은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ME70 참조 매뉴얼 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 도움말에도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은 단일 독점 Microsoft
CHM 파일에 위치합니다. CHM 파일은 Microsoft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모든 컴
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시스템을 열려면 대화 상자에 있는 Help(도움말)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
련 절차와 기타 항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관련 대화 상자에 관한 정보
가 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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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 시 줄의 Help(도움말) 버튼(A)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 페이지에

서 도움말 파일이 열립니다.
왼쪽의 메뉴 시스템과 문서의 대화식 링크를 통해 온라인 도움말 파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43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0 페이지
절차
1

방 법 1:
제 목 표 시 줄 ()에서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페이지에서 도움
말 파일이 열립니다.

2

방 법 2:

도움 말 )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대화 상자
아무 대화 상자에서나 Help(도
의 설명이 도움말 창에 표시됩니다.

원시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이 절차는 원시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삭제 , 이동 또는 복사할 원시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 58 페이지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목적
이 절차는 원시 데이터 기록용 파라미터를 설정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동일 LAN의 주변 장치 디스크
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명령 또는 제 목
표 시 줄 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전환합니다.
기록된 데이터 파일과 기타 기록 파라미터를 배치할 위치는 File Output(파일 출
력) 대화 상자에서 제어합니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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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절차
1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Record(기록)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3

기록 모드가 Off 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File Output(파일 출력)을 클릭하고,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가 열

리는지 확인합니다.

5

Directory(디렉터리) 탭에서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원시 데이터 파

일의 대상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
6

Raw Data(원시 데이터) 탭에서

a

Save raw data(원시 데이터 저장)를 클릭하고, 세션 중에 기록한 파일 이름

의 접두사를 클릭합니다.
b

데이터를 수집할 최대 수심을 선택합니다.
정의되는 범위는 0m(해수면)부터 입력한 수심까지입니다.

c

각 파일의 지리 내용을 제어하려면 Max vessel distance [nmi](최대 선박 거
리[nmi]) 필드에 최대 거리를 입력합니다.
기록되는 파일의 내용은 정의된 거리를 항해하는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
로 제한됩니다.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이 값을 0해리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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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되는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려면 Max file size [Mb](최대 파일 크기[Mb]) 필
드에 각 파일의 최대값을 입력합니다.
팁

파일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이 값을 0Mb로 설정합니다.
선박 거리와 최대 파일 크기 파라미터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파일에 60해리 이후의 데이터가 담기고, 동시에 20Mb로 제한하도록 정
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항해 거리의 파일 크기를 조사하고, 선택된 거리
에 맞는 크기 제한을 정의합니다.
파일 크기 제한이 너무 작아, 항해 거리 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ME70이 각
항해 거리의 원시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파일에 배치합니다.
기록 중인 파일의 현재 크기는 해당하는 Current file size(현재 파일 크기)
텍스트 필드에 표시됩니다.
8

기록 시작에 지연을 두려면 Automatic start(자동 시작) 필드에 거리를 입력
합니다.
선박이 필요한 거리를 항해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9

Processed Data(처리된 데이터) 탭에서

a

EK500 형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려면 Save EK500(EK500 저장)을 클릭
합니다.

b

필요할 경우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포함
시킬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10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원시 데이터 저장
목적
이 절차는 원시 ME70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원시 데이터의 각 시퀀스(흔히 탐사
시 “라인“으로 간주됨)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저
장된 음향 데이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이 데이터를 “정상“ ME70 데이터처
럼 재생하거나 타사 프로그램의 후처리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동일
LAN의 주변 장치 디스크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명령 또는 제 목 표 시 줄 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전환합니다.
기록된 데이터 파일과 기타 기록 파라미터를 배치할 위치는 File Output(파일 출
력) 대화 상자에서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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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원시 데이터 파일은 보통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 대량의 ME70 원시 데이
터를 기록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세
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 외부 저장 장치에 원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절차
1

관련 기록 파라미터가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 정의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기록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b

Record(기록) 버튼에서 On을 선택합니다.
제 목 표 시 줄 에서 Record(기록) 버튼을 클

릭합니다.
활성화되면 Record(기록) 버튼이 빨간색
으로 변합니다.
3

기록을 정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Record(기록) 버튼에서 Off를 선택합니다.

b

제 목 표 시 줄 에서 Record(기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활성화되면 Record(기록) 버튼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4

기록이 진행될 때 Record(기록) 하위 메뉴의 Split(분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록 중인 현재 데이터가 닫히고 새로운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
을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수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원시 데이터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은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원시 데이터 재생
목적
이 절차는 원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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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Replay(재생) 모드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E70이 송
신하지 못합니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절차
1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Operation(작동)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선택

을 엽니다.
3

Replay File(파일 재생)을 클릭하여 Replay File 대화 상자를 엽니다.
Replay File(재생 파일) 대화 상자의 목적은 재생에 사용할 파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열된 파일 이름은 재생 중에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며, 각 파일
은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과 날짜로 식별됩니다.
4

Replay File(파일 재생) 대화 상자에서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운영 체제 기능을 사용하는 새 파일을 선택합니다.

재생 목록에서 파일을 제거하려면 파일 이름을 클릭한 후 Remove(제
거)를 클릭합니다.
b

파일 재생을 연속으로 실행하려면 Replay File(파일 재생) 대화 상자의
Loop(루프)를 클릭합니다.

c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5

Operation(작동)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선택을 엽니다.

6

Replay(재생) 파일을 클릭하여 이 기능을 선택합니다.
재 생 표 시 줄 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7

재 생 표 시 줄 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합니다.

8

재생을 정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재 생 표 시 줄 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b

Operation(작동) 버튼을 사용하여 정상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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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이동 또는 복사할 원시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
목적
원시 데이터 파일을 기록한 후에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저
장 매체로 복사 또는 이동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파일을 다른 저장 장치로 복사 또는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이 절차는 사용자가 Microsoft® XP® 및/또는 Microsoft® 7 운영 체제의 파일 처리
유틸리티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절차
1

ME70 창을 최소화하고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 파일이 있는 파일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는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폴더입니다.
중요

원시 데이터의 기본 디렉터리입니다.
Windows 7: c:\programdata\\simrad\ME70\data
3

별도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용량 USB 메모리 장치 또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ME70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파일을 서버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4

파일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별도의 저장 장치로 복사 또는 이동하려면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5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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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절차
이 절차는 ME70 디스플레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채널 및 스와스 뷰의 정보 필드 활성화 및 비활성화 59 페이지
• 채널 뷰 및 필드의 크기 변경 60 페이지
• 채널 뷰에서 확인할 빔 선택 61 페이지
• 별도의 창에서 선택된 빔 열기 62 페이지
• 프레젠테이션 색상 선택 62 페이지
관련 항목
• 스와스 뷰 12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색 눈금 필드 131 페이지
• 수심 필드 132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페이지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스코프 필드 136 페이지
• 에코그램 마커 136 페이지

채널 및 스와스 뷰의 정보 필드 활성화 및 비활성화
목적
이 절차에 따라 채널 및 스와스 뷰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필드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합니다.
설명
기본적으로 각 채널 및 스와스 뷰에는 선택한 빔과 스와스의 에코그램과 빔 파
라미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 이상의 정보 필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채널 뷰에서 다음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심
• 색 눈금
• 단일 타겟 탐지
• 단일 타겟 위치
• 스코프
•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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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h(스와스) 뷰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 수심
• 색 눈금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디스플레이 메뉴 167 페이지
절차
1

뷰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
를 확인합니다.
각 뷰와 필드마다 다양한 바로가기 메뉴가 있으며,
각 메뉴에는 필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옵
션이 있습니다.

3

바로가기 메뉴의 Configure Window(창 구성)를 클릭
하여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4

열린 대화 상자가 상황에 맞는 대화 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대화 상자는
현재 뷰 또는 필드에 관련된 옵션만 제공됩니다.
확인할 필드를 클릭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6

관련 뷰에서 추가 경계선이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경계선을 클릭하고 수평 및/또는 수직 방향으로 끌어 필드를 확인합니다.

채널 뷰 및 필드의 크기 변경
목적
이 절차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각 개별 뷰와 필드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크기를 변경하면 가용 공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 내용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절차
1

뷰 또는 필드 2개 사이의 경계선으로 커서를 옮깁니다.
마커 형태가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평행선 2개로 표시됩니다.

2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3

마우스를 옮겨(또는 컨트롤 휠을 굴려) 경계선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4

경계선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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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뷰에서 확인할 빔 선택
목적
이 절차는 5개 채널 뷰에서 확인할 빔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 프레젠테이션에 5개의 채널 뷰가 있습니다. 상단 “행“에 3개의 뷰가 나란
히 있고, Swath(스와스) 뷰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각 채널 뷰에는 선택된 빔
의 에코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 필드를 사용하여 에코그램과 관련
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단 가운데 뷰에 표시되는 빔은 Display(디스플레
이) 메뉴의 Beam Selection(빔 선택) 버튼으로 선택
합니다. 선택된 빔은 Swath(스와스) 뷰에 노란색 삼
각형으로 표시됩니다. 상단 가운데 채널 뷰의 빔이
선택되면 나머지 채널 뷰에는 선택된 빔의 앞뒤에
2~3개의 빔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디스플레이 메뉴 167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3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Beam Selection(빔 선택) 버튼을 확인합니다.

4

상단 가운데 채널 뷰에서 확인할 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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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창에서 선택된 빔 열기
목적
이 절차에 따라 별도의 창에서 전용 빔의 채널 뷰
를 엽니다.
설명
ME70 프레젠테이션에는 채널 뷰가 5개나 있어
서 정보를 심도 깊게 살펴보기에는 작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도의 창에서 뷰를 열
면 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디스플레이 메뉴 167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3

Open Window(창 열기) 버튼을 확인합니다.

4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빔을 선택합니다.

5

채널 뷰가 있는 별도의 창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창을 원하는 크기로
끕니다.

프레젠테이션 색상 선택
목적
이 절차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기본적으로 64색 또는 12색으로 에코그램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표와 여러 에
코그램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 창에 색 눈금이 표시됩니다. 단, 필요
에 맞게 뷰의 필드를 조정해야 합니다.
색 눈금 파라미터를 변경하려면 색 눈금 상단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시된 바로가기 메뉴에서 Colour Scale(색 눈금)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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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절차
1

Display(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이 버튼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열 때 사용
됩니다.
2

요구 사항에 맞는 색상표를 선택합니다.

3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 수를 선택합니다.

4

요구 사항에 맞는 에코그램 색상을 선택합니다.

어떤 색 눈금을 사용할 것인지는 주변 조명 상태, 에코의 특성, 사용자 고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12색의 기본 색 눈금에서 각각의 개별 색은 3 dB 범위의 에코 신호 강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따라서 에코 강도가 2배가 될 때마다 다
음 색이 선택됩니다.
하지만 색의 개수가 다를 수 있고 전용 색 구성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
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수치의 TVG 값을 선택하면 약한 에코 신호가
올바로 표시되는 반면, 강한 신호는 더 어두운 색으로 채워집니다. 낮은 수치
값을 선택하면 강한 에코 신호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색 눈금의 하한보다
낮은 약한 신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디스플레이 배경색이 사용됨).
많은 색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경우 ME70 프레젠테이션의 해상도는 크게
개선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크기 및/또는 타겟 강도의 다양한 에코 간 차
이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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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그램 절차
이 절차에서는 ME70 에코그램을 제어하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항목
• ' 핑 ' 파라미터 변경 64 페이지
• 에코그램 기준면 및 후방 산란 선택 65 페이지
• 에코그램에 수평 마커 추가 67 페이지
• 에코그램에 수직 마커 및 주석 추가 6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상자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선택 68 페이지
• 백선 또는 해저면 선을 사용하여 해저면 간편하게 확인하기 70 페이지

'핑' 파라미터 변경
목적
이 절차는 ME70이 수중으로 음향 에너지를 전달
하는 빈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흔히 “핑 전송“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핑 속도“는 에코 사운더가 음향 에너지(“핑“)를 수중으로 전송하는 빈도를 제어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전송이 설정되면 다음 핑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 일 단 계)
Single step(단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단일 핑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핑을 전송하려면 Ping(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격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선택한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시간 간격(밀리초)은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으로 선택합니다.
3

최대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최대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현재 수심 범위, 선택된 빔 모드, 데이터 저장용으로 선택한
범위로 정의됩니다.
관련 항목
• 핑 기능 190 페이지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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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3

4

5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Ping(핑)을 클릭하고 On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에 있는 아이콘 두 개를 사용하여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왼쪽 아이콘(직사각형)은 “Off“입니다.
• 오른쪽 아이콘은 “On“입니다. 단일 단계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단
일 핑을 시작할 때도 사용합니다.
최대 핑 속도 선택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Maximum(최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ME70 핑 속도가 최대로 올라갑니다. 각 핑 사이의 시간은 현재
수심, 펄스 지속 시간 및 선택된 범위를 포함하는 여러 파라미터로 자
동 결정됩니다.
핑 간격 정의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Interval(간격)을 선택합니다.
b Ping Interval(핑 간격)을 선택하고, 각 핑 사이의 시간(밀리초)을 선택
합니다.

단일 핑 전송
a Ping Mode(핑 모드)를 클릭하고 Single Step(단일 단계)을 선택합니다.
b 단일 핑을 전송하려면 Ping(핑) 버튼의 오른쪽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에코그램 기준면 및 후방 산란 선택
목적
이 절차는 확인할 에코그램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에서 다음 파라미터로 에코그램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기준면
이 파라미터에서는 범위 기준면을 지정합니다. Echogram(에코그램) 뷰에
서 모든 범위는 에코 사운더에서 탐지하는 해수면 또는 해저면 수심을 기
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심 범위는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및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에 지정합니다.
2

후방 산 란 )
Backscatter(후

이 파라미터에서는 Echogram(에코그램) 뷰에 표시할 음향 후방 산란 데
이터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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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Pr (No TVG): 전력
Sv (20 log TVG): 체적 후방 산란 강도
Sp (40 log TVG): 지점 후방 산란 강도
TS (40 log TVG): 타겟 강도. 신호 목표로 인정되는 신호만 표시됩니다.

이 값은 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Sp & TS (40 log TVG): 타겟 강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지점 후방 산란 강도.

노트
TS (40 log TVG) 및 Sp & TS (40 log TVG) 값은 Active( 활성 ) 메뉴에서 TVG 버튼
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 설정은 Echogram( 에코그램 ) 대

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에코그램 - 유형 탭 233 페이지
절차
1 활성화할 Echogram(에코그램) 뷰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2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Echogram(에코그램)을 클릭하여 Echogram 대

화 상자를 엽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팁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4

Echogram(에코그램) 탭에서 Echogram Type(에코그램 유형)을 선택합니다.

노트

선택한 에코그램 유형은 현재 선택된 ' 활성 ' 에코그램에만 적용됩니다 . 변
경사항을 유사한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 모두에 적용 )
을 클릭합니다 .
5
6

66

기본 설정에 맞는 Reference(기준면) 및 Backscatter(후방 산란) 파라미터를 클
릭하여 선택합니다.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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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그램에 수평 마커 추가
목적
이 절차는 현재 에코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수평 마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에서 제공하는 에코그램은 추가 정보를 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은 선, 마커 및 주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해저면 선 137 페이지
• 백선 137 페이지
• 트롤 선 137 페이지
• 수직 표시 138 페이지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절차
1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Echogram(에코그램)을 클릭하여 Echogram 대

화 상자를 엽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팁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3

Lines(선) 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커를 확인합니다.

4

확인할 선을 클릭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에코그램에 수직 마커 및 주석 추가
목적
이 절차는 현재 에코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수직 마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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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E70에서 제공하는 에코그램은 추가 정보를 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은 선, 마커 및 주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해저면 선 137 페이지
• 백선 137 페이지
• 트롤 선 137 페이지
• 수직 표시 138 페이지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절차
1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Echogram(에코그램)을 클릭하여 Echogram 대

화 상자를 엽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팁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3

Lines(선) 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직 마커를 확인합니다.

노트

주석은 Annotation( 주석) 대화 상자에서 제어하지만, 에코그램에 주석을 넣으
려면 Echogram( 에코그램 ) 대화 상자에서 마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4

확인할 수직 마커를 활성화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에코그램 대화상자에서 TVG 게인(후방 산란) 선택
목적
(여기서 설명한)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사용하거나 Active(활성) 메뉴
의 TVG 버튼으로 TVG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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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TVG는 Time Varied Gain의 약어로서 시간 가변 게인을 말합니다.
TVG의 개념은 어류에서 오는 에코는 수심과 상관없이 수준이 같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ME70의 TVG 범위는 15,000미터 아래까지 이르며, 이는 모든 실용적 용도에서
무제한 범위입니다. ME70은 대부분의 에코 사운드와 같은 TVG 보상 수신기
가 없습니다. ME70의 TVG는 수신기에서 오는 에코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후에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수신기의 동적 범위가
매우 넓어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TVG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r (No TVG): 전력

2

Sv (20 log TVG): 체적 후방 산란 강도

3

Sp (40 log TVG): 지점 후방 산란 강도

4

TS (40 log TVG): 타겟 강도. 신호 목표로 인정되는 신호만 표시됩니다. 이 값
은 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5

Sp & TS (40 log TVG): 타겟 강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지점 후방 산란 강도.

노트
TS (40 log TVG) 및 Sp & TS (40 log TVG) 값은 Active( 활성 ) 메뉴에서 TVG 버튼을 사
용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 설정은 Echogram( 에코그램 ) 대화 상자에

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활성 메뉴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조정하기 74 페이지
• 에코그램 - 유형 탭 233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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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Echogram(에코그램)을 클릭하여 Echogram 대

화 상자를 엽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팁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3

Type(유형) 탭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TVG 설정을 확인합니다.

4

TVG 설정을 선택합니다.
팁

여기서 변경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 “활성화“ 상태의 에
코그램(두꺼운 경계선으로 식별)에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나머지
모든 에코그램(해저면 관련 모든 에코그램 등)에도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
면 Active(활성) 메뉴의 TVG 버튼을 사용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백선 또는 해저면 선을 사용하여 해저면 간편하게 확인하기
목적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에서 해저면 선 또는 백선 을 활성화하여 해저면

을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여기서 활성화한 마커 선에 대한 설명은 디스플레이 뷰 의 에코그램 마커 장
에 나옵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마커 136 페이지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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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Echogram(에코그램)을 클릭하여 Echogram 대

화 상자를 엽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팁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3
4

Lines(선) 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을 확인합니다.
Bottom line(해저면 선) 또는 White line(백선)을 클릭하여 표시할 선을 선택

합니다.
5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범위 절차
이 절차는 수직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 즉 에코그램으로 표시되는 수심을 제
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시작 수심 선택 72 페이지
• 수직 범위 선택 7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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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수심 선택
목적
이 절차는 에코그램에서 수직 시작 범위(시작 수
심)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 범위는
Main(주) 메뉴의 Start Range(시작 범위)로 제어합
니다.

예 3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의 시작 범위
해수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ange(시작 범위) 값을 0m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됩니다(단, 트랜스듀서 오프셋이 지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Range(범위)를 현재 수심에 20m를 합산해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하여 해저면 “아래“ 20m에 이르는 영역을 표시
합니다. 수심이 바뀌더라도 해저면 윤곽이 쉽게 탐지됩니다.
관련 항목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절차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법 1

a
2

방법 2

a
3

4

[+] 또는 [-]를 클릭하여 시작 범위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끕니다.

방법 3

a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엽니다.

b

키보드로 수심 값을 입력합니다.

c

선택한 수심 값을 동일한 유형의 현재 에코그램 모두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방법 4

a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범위 값을 선택합니다.

수직 범위 선택
목적
이 절차는 수직 범위, 즉 해수면에서 해저면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직 범위는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로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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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의 시작 범위와 범위
해저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ange(시작 범위) 값을 -5m로 설정합니다. 그러
면 해저면 위 5m 지점부터 에코그램이 시작됩니다. Range(범위)를 5m에 10
을 합산한 15m로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수심 위 5m부터 시작하여 해
저면 “아래“ 10m까지 영역을 표시합니다. 해저면은 평행선으로 보입니다.
관련 항목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절차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ethod 1(방법 1):

a
2

3

Method 2(방법 1):

a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엽니다.

b

임의 범위 값을 입력합니다.

c

선택한 수심, 선택한 수심 값을 동일한 유형의 현재 에코그램 모두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
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방법 3

a
4

[+] 또는 [-]를 클릭하여 범위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끕니다.

방법 4

a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범위 값을 선택합니다.

게인 절차
이 절차는 ME70에서 게인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기능은 에코 프
레젠테이션에서 에코의 표시 '강도'를 제어합니다. ME70은 두 가지 게인 원리,
즉 신호 증폭 과 시간 가변 게인 (TVG)을 사용합니다.
항목
• 게인 조정 73 페이지
• 활성 메뉴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조정하기 74 페이지

게인 조정
목적
이 절차는 게인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Gain(게인) 기능은 디스플레이 게인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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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게인) 버튼으로 제어되는 값은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같습니다.
Gain(게인) 버튼으로 색 눈금을 변경하면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Maximum
Level(최대 레벨)이 같은 값으로 이동하고, 색 단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팁

이 Gain(게인) 기능을 TVG 기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관련 항목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의 Gain(게인) 버튼을 확인합니다.
Gain(게인) 버튼이 2개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두 개의 TVG 설정에 대

해 개별적으로 게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방법 1

a
4

5

6

[+] 또는 [-]를 클릭하여 게인을 선택합니다.

방법 2

a

Gain(게인)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b

커서를 좌우로 끌어 게인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방법 3

a

Gain(게인)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b

필요한 게인 값을 입력합니다.

c

동일한 유형의 모든 현재 에코그램에 새 게인 설정을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두에 적용)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나머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방법 4

a

커서를 버튼 가운데 부분에 두고, 마우스(또는 트랙볼)의 컨트롤 휠
로 게인 값을 선택합니다.

활성 메뉴에서 TVG 게인(후방 산란) 조정하기
목적
이 절차는 시간 가변 게인(TVG)을 변경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사용하거나
Active(활성) 메뉴의 TVG 버튼으로 TVG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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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TVG는 Time Varied Gain의 약어로서 시간 가변 게인을 말합니다.
TVG의 개념은 어류에서 오는 에코는 수심과 상관없이 수준이 같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ME70의 TVG 범위는 15,000미터 아래까지 이르며, 이는 모든 실용적 용도에서
무제한 범위입니다. ME70은 대부분의 에코 사운드와 같은 TVG 보상 수신기
가 없습니다. ME70의 TVG는 수신기에서 오는 에코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후에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수신기의 동적 범위가
매우 넓어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TVG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r (No TVG): 전력

2

Sv (20 log TVG): 체적 후방 산란 강도

3

Sp (40 log TVG): 지점 후방 산란 강도

4

TS (40 log TVG): 타겟 강도. 신호 목표로 인정되는 신호만 표시됩니다. 이 값
은 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5

Sp & TS (40 log TVG): 타겟 강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지점 후방 산란 강도.

노트
TS (40 log TVG) 및 Sp & TS (40 log TVG) 값은 Active( 활성 ) 메뉴에서 TVG 버튼을 사
용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 설정은 Echogram( 에코그램 ) 대화 상자에

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에코그램 대화상자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선택 68 페이지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절차
1

Active(활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TVG 버튼을 찾습니다.

3

방 법 1:

a
4

[+] 또는 [-]를 클릭하여 TVG 설정을 선택합니다.

방 법 2:

a

TVG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b

TVG 설정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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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절차
이 섹션은 ME70에서 빔 모드를 선택하고, 관리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작동용 빔 모드 사용
목적
ME70을 사용하여 빔 모드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 빔 모드에는 모
드의 속성, 즉 빔 섹터의 수, 평균 특성, 주파수 등을 정의하는 특정 파라미터
가 있습니다.
설명
버튼 중앙에 현재 선택된 빔 모드가 표시되며, 버튼
4개(양쪽 2개, 숫자 1~4로 구분)를 사용하여 정의되
어 있는 상위 4개의 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빔 모드 전체 범위에서 선택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컨텍
스트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빔 모드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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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Main(주) 메뉴 상단의 커다란 Beam Mode(빔 모드) 버튼을 확인합니다.

3

숫자 중 하나를 클릭하여 가장 최근의 빔 모드 4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팁
Main(주) 메뉴 상단의 Beam Mode(빔 모드) 버튼에 있는 숫자 4개를 클릭하
면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Beam Modes(빔 모드)

목록 상단에 열거된 빔 모드 4개가 선택됩니다. 이 목록은 알파벳 순으
로 정렬됩니다. 숫자 4개로 선택할 모드를 제어하려면, 접두사 등을 사용
하여 빔 모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4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하위 메뉴에서 새 빔 모드를 선택합니다.
노트

새 모드가 선택되면 프로그램이 현재 정상 작동을 종료하고 비활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후 새 모드를 사용하려면 정상 작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 빔 모드 생성
목적
이 절차는 새 빔 모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410529/C

77

Simrad ME70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Beam Mode Adm(빔 모드 관리)을 클릭하여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New(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5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이름을 입력하고 OK

를 클릭합니다.
6

선택한 이름이 빔 모드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새 빔 모드가 생겼습
니다. 새 빔 모드에는 기본적으로 출고 시 설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7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8

또는 새 빔 이름을 한 번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Edit(편집)를 클릭하여 파라
미터를 변경합니다.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목적
이 절차는 빔 모드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기본 파라미터로 방금
생성한 새 빔 모드이거나 변경할 '기존' 빔 모드일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78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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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Beam Mode Adm(빔 모드 관리)을 클릭하여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빔 모드 이름

을 한 번 클릭합니다.
5

Edit(편집)를 클릭하고, 파라미터가 있는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가 열

리는지 확인합니다.
6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탭 페이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빔

모드를 생성합니다.
파라미터 선택을 평가해야 할 경우에는 항상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일
치하지 않는 파라미터를 선택한 경우 관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양한 플롯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파라미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7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8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로 되돌아가는지 확인

합니다.
9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목적
이 절차는 빔 모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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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Beam Mode Adm(빔 모드 관리)을 클릭하여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삭제할 빔 모드 이름

을 한 번 클릭합니다.
5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6

대화 상자가 열리면 선택을 확인합니다.

7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로 되돌아가는지 확인합니
다. 삭제한 빔 모드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8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목적
이 절차는 컴퓨터 사이로 파일을 옮겨 빔 모드를 '내보내고'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작동용 빔 모드 사용 76 페이지
• 새 빔 모드 생성 77 페이지
• 새 빔 모드 또는 기존 빔 모드 편집하기 78 페이지
• 더 이상 필요 없는 빔 모드 삭제 79 페이지
• 빔 모드 XML 파일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80 페이지
절차
1

새 빔 모드 파일을 가져오려면 ME70을 정지합니다.

2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3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폴더에 액세스합니다.

4

별도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용량 USB 메모리 장치 또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ME70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파일을 서버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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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빔 모드 설명 파일을 찾습니다. 모드 XML 형식이며, 다음 폴더에 위치합니다.
Windows XP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pplication Data\Simrad\ME70\BeamConfigurations
Windows 7
C:\ProgramData\Simrad\ME70\BeamConfigurations

6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을 별도의 저장 장치로 복사하
고 옮기거나 별도의 저장 장치에서 파일을 복사하고 옮깁니다.
중요

새 빔 모드 파일을 ME70 프로세스 유닛으로 복사한 경우에는 파일을 탐지할
ME70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8

ME70을 시작합니다.

ME70 보정 준비
이 섹션은 ME70 보정의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항목
• 보정할 선박의 닻 내리기 81 페이지
• 윈치 설치 및 구체 배치 82 페이지
• 기본 보정 절차 84 페이지
관련 항목
• ME70 보정 139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보정할 선박의 닻 내리기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보정을 위해 선박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리깅 설명은 대부분 ICES 보고서 144에서 복제한 것입니다.
전제 조건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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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잔잔하고 풍파가 없는 수역을 찾습니다.
• 조위의 차이가 큰 수역은 조류가 강한 곳이므로 피합니다.
•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하구 및 항만 근처 수역은 피합니다.
• 물고기가 없거나 적은 수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심이 구체 및 해저 에코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지 확인합니다.

3

선체 한쪽 아래에서 반대쪽 아래로 로프를 당깁니다.

4

선박의 닻을 내립니다.
중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최대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와 선미 모두 닻을 내리거나 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의 이물이나 고물에만 닻을 내리거나 계류한 경우 바람이 불면 선박이
옆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조류가 다른 각도로 흐르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
다. 선박이 옆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조류가 직각으로 흐르는 경우 일반적
으로 에코 사운더 성능이 더 크게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보정 정확도가 불
량해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윈치 설치 및 구체 배치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윈치를 사용하여 보정용 구체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ME70 빔의 중심을 잡기 위해 구체에 대한 라인을 안내하고 조종하는 데 윈치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치는 상세 선박 도면에 따라 갑판 난간에 장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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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WINCH 1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선박은 닻을 내린 상태여야
합니다.

(CD010014-003)

WINCH 3

WINCH 2

절차
1 윈치를 장착합니다.
a 트랜스듀서를 통과
해 지나가는 선박의
가로 평면에 첫 번째
윈치를 배치합니다.

2
3
4

트랜스듀서가 키일의 한쪽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반대쪽에 첫
번째 윈치를 배치합니다.
b 선박에서 트랜스듀서와 같은 쪽에 트랜스듀서와 첫 번째 윈치가 있는 가
로 섹션에서 같은 거리에 두 번째 및 세 번째 윈치를 배치합니다.
각 윈치에는 느슨한 단부에서 10m 지점에서 시작하여 5m 간격으로 작은 회
전 고리로 표시된 직경 0.60mm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줄을 감은 긴 감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전 고리의 목적:
• 나일론 줄의 회전 풀기
• 줄에 거리 표시하기
• 줄이 물 속에 가라앉도록 추를 추가하기
선체 밑에서 당겨진 로프를 찾은 후에 닻을 내립니다.
이 로프를 사용하여 선체 아래의 첫 번째 윈치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윈
치가 있는 쪽으로 줄을 당깁니다.
루프가 부착된 적당한 구체를 서스펜션 라인에 연결합니다.
작은 구체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스펜션 라인에 연결된 두 번째 줄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추로부터의 에코가 구체 에코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두 번째 줄
의 길이는 두 펄스 길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팁

주방용 세제와 담수를 혼합한 용액에 구체를 담갔다가 건드리지 말고 고
정된 줄로 배 밖으로 들어 올립니다. 비누를 사용하면 구체에 붙은 기포 제
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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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각의 줄에 있는 회전 고리의 수를 세어서 대략적으로 결정되는 적당한 수
심(예: 25m)까지 선박 아래로 구체를 내립니다.
필요한 수심은 주로 트랜스듀서 빔 폭과 선박의 형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
위와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빔의 물리적 폭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구체
에 불가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작은 움직임에 의해 구체 에코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정은 10m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행됩니다. 하지만 전체 빔
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깊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수심은 선
박 형상에 알맞은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서스펜션 라인이 자유롭게 걸려 있
지 않으면 선체의 마찰이나 장애물에 의해 구체의 제어가 방해될 수 있습니
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복잡하지만 실제로 위의 기준을 모두 만
족하는 적합한 수심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 보정 절차
목적
ME70 응용 프로그램에는 보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정 프로세
스 전체를 설명합니다. 추가 정보는 보정 장에 나오는 관련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전제 조건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선박의 닻을 내리고, 보정용 구체를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ME70 보정 139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절차
1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을 클
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3

84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왼쪽의 Beam Modes(빔 모
드) 목록에서 보정할 빔 모드를 한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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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t(편집)를 클릭하여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Fan of beams(빔 팬) 탭을 클릭합니다.

6

All beams to be split beams(모든 빔을 분할 빔으로)를 클릭하고 OK 를 클릭

합니다.
7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OK 를 클릭하여 선택

된 빔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빔이 분할 빔으로 처리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거나
이 기능을 다시 끌 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8

Calibration(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보정 결과는 선택된 빔 모드의 다음 보정이 실행될 때까지 또는 다른 보정을
선택할 때까지 사용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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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소음 측정
소음 측정은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설치를 평가할 목
적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시스템 성능이 선박 작동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측정하
고 문서화하기 위해서도 수행됩니다. 따라서 음향 조사를 위해 선박 작동 파라미
터를 선택할 때 측정값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절차는 시스템
자체 소음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 소음의 측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

시스템 상의 다른 음향 기기의 간섭 측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소음 측정의 최종 결과는 선박 속도에 대해 트랜스듀서의 전면부에 발생하는 음
향 소음 측정값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도표를 같은 선박에 있는
다른 트랜스듀서에 대한 유사한 도표 또는 다른 선박에서 측정하여 얻은 도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트랜스듀서 위치와 선박 소음 발산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피치와 분당 회전수가 소음 수준에 영향을 미치
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요소의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적으로 느리게 회전하고 피치가 높을 때 소음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항목
• 소음 측정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86 페이지
• 소음 측정 절차 87 페이지
• 소음 측정 테스트 결과 88 페이지
• 소음 측정 평가 88 페이지

소음 측정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해안에서 1해리 이상 떨어지고 다른 선박과도 충분히 떨어진 잔잔한 바다에서 소
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프로펠러 소음이 해저에 반사되어 정확한 측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심은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할 주요 파라미터는 프로펠
러에서 트랜스듀서로 직접 발산되는 소음입니다.
0노트에서 최고 속도까지 다양한 선박 속도에서 1노트 또는 2노트 단위로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중에는 선박의 진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 중에는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음향 기기를 꺼야 합니다.
중요

ME70을 반드시 보정한 후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시간과 위치에서
음속 프로파일을 측정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소음 수준은 패시브 및 액티브 모드에서 모두 측정합니다. 모든 측정 중에 원시
데이터 파일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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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 절차
최초 설치

절차
1

Operation(작동)을 Normal(정상)로 설정합니다.

2

측정할 Beam Mode(빔 모드)를 선택하고 적절
한 보정 모드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3

Tx Power(TX 전력)를 Maximum(최대)으로 설

정합니다.
4

Ping Mode(핑 모드)를 Maximum(최대)으로 설

정하고 모든 외부 동기화 기능을 끕니다.
5
6

Range(범위)를 300m로 설정합니다.
Tx Mode(TX 모드)를 Passive(패시브)로 설정

합니다.
7

원시 파일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중요

기록 범위가 300m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최대 수직 빔을 위해 에코그램 위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
여 액티브 뷰로 만듭니다.

9

메뉴에서 Extras(추가) 탭을 엽니다.

속도 증가

절차
1

선박 속도가 0노트인 상태에서 테스트 루프를 시작합니다.

2

Extras(추가) 탭에서 소음 추정치를 읽고 그 값을 기록합니다.

3

루프:

4

a

선박 속도를 1 또는 2노트로 높이고 속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b

Extras(추가) 탭에서 소음 추정치를 읽고 그 값을 기록합니다.

선박이 최고 속도에 이를 때까지 이 루프를 반복합니다.

속도 감소

절차
1

최고 선박 속도로 시작합니다.

2

선박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프로펠러를 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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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1~2노트 감속할 때마다 Extras(추가) 탭에서 소음 추정치를 읽고
그 값을 기록합니다.

3

프로펠러를 해제했을 때 소음이 0노트에서의 소음과 같은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할 경우, 이는 프로펠러가 주요 소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박 속도 감
소 시 소음이 속도 증가 시의 소음 수준과 대체로 같을 경우, 소음은 아마도
유체 소음이거나 전기 케이블, 모터, 기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소
음은 보통 이런 소음원이 조합된 결과로 발생합니다.

소음 측정 테스트 결과
이 표를 인쇄하여 측정값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Engine revolutio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rpm)

Propeller revolutions

(rpm)

Propeller pitch
Vessel speed

(knots)

Estimated noise level

(dB*)

Estimated noise level

(dB**)

Engine revolutions

(rpm)

Propeller revolutions

(rpm)

Propeller pitch
Vessel speed

(knots)

Estimated noise level

(dB*)

Estimated noise level

(dB**)

(*) Estimated noise level measured in dB re 1W
(**) Estimated noise level

measured in dB re 1 μ Pa / Hz

(CD010015A)

소음 측정 평가
선박이 정지되어 있고 다른 음향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소음 추정치가
약 -145dB 이하여야 합니다.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고 주로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다
른 피치 및 프로펠러 속도 조합으로 이 절차를 반복하여 소음 수준 감소에 가
장 유리한 설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Active(액티브) 모드로 전환 시 소음 추정치가 상당히 증가할 경우 이는 수중 물체
로부터의 음향 후방 산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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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향 기기의 영향은 이들 기기를 켠 상태와 켜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을 측
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들을 동기화해야 하
고 외부 동기화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외부 인터페이스 절차
이 섹션에서는 ME70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다음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및/또는 직렬 라인으로 정보를 주고 받
도록 설정됩니다.
항목
• 이더넷 출력 설정 89 페이지
•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전송하는 입력 설정 92 페이지
• Simrad ITI 에서 보내는 입력 설정 90 페이지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속도 변경 94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내부 지연 변경 96 페이지
•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97 페이지
• 동기화 시스템에서 ME70 설정 99 페이지
• 인터페이스 라인이 작동하는지 확인 101 페이지

이더넷 출력 설정
목적
이 절차는 이더넷 포트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ME70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이더넷을 통해 ME70은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장치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통신은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로 제어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에는 원격 UDP 포트 및 원격 IP 주소의 절대 ID가 필요합니다.
다음 텔레그램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
• 선박 로그
• 내비게이션
• 모션 센서
• 수심
• 에코그램
• 에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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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데이터 출력 기능 221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ME70을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Data Output(데이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메

뉴를 엽니다.
4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을 클릭하여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를 엽니다.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의 목적은 이더넷 포트에서 EK500 데

이터그램 출력을 위한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5 Remote Port(원격 포트)를 정의합니다.
6 정보를 내보낼 컴퓨터의 Remote IP Address(원격 IP 주소)를 정의합니다.
7 Communication Mode(통신 모드)를 Broadcast(브로드캐스트)로 설정합니다.
8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에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
램)을 클릭하여 EK500 Datagram 대화 상자를 엽니다.
a Datagram(데이터그램) 탭에서 내보낼 데이터그램을 정의합니다.
b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9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로 되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10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Simrad ITI에서 보내는 입력 설정
목적
이 절차는 직렬 포트에서 ITI 및 FS 정보를 받도록 ME70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Simrad ITI(Integrated Trawl Instrumentation) 및 Simrad FS70과의 통신은 NMEA와
독점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형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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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설치 기능 222 페이지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직렬 라인을 사용하여 ME70을 ITI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a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찾습니다.
b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2: 수신 신호 Rx
• 핀 3: 송신 신호 Tx
• 핀 5: 공통 Ground(접지)
c ITI 트랜시버에서 커넥터 Serial A(직렬 A)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
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핀 2: 수신 신호 Rx
• 핀 3: 송신 신호 Tx
• 핀 5: 공통 Ground(접지)
d 직렬 라인 케이블의 총 길이가 약 5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렬 라인에 버퍼 증폭기를 사용해
야 합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4

Trawl(트롤)을 클릭하여 Trawl(트롤)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통신 포트(이더넷 또는 직렬)를 선택한 후, Setup(설정)을 클릭하여 통신 파라
미터를 정의합니다.
연결할 트롤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트롤 시스템에서 트롤 전개 및/또는 트롤까지의 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 트롤 전개
• 트롤까지의 거리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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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전송하는 입력 설정
목적
이 절차는 직렬 라인 또는 이더넷 통신을 사용하여 GPS 시스템을 ME70에 연
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GPS 수신기는 위도와 경도는 물론 속도, 방향, 항해 거리도 담겨 있는
NMEA 0183 텔레그램을 제공합니다.
방향용으로 지원되는 텔레그램 형식:
거리용으로 지원되는 텔레그램 형식:
포지셔닝용으로 지원되는 텔레그램 형식:
속도용으로 지원되는 텔레그램 형식:
관련 항목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직렬 라인 또는 이더넷 라인을 사용하여 ME70을 GPS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직렬 라인
a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찾습니다.

b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2: 수신 신호 Rx
• 핀 3: 송신 신호 Tx
• 핀 5: 공통 Ground(접지)

c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42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1: 수신 신호 RXD+
• 핀 4: 수신 신호 RXD• 핀 2: 송신 신호 TXD+
• 핀 3: 송신 신호 TXD• 핀 5: 공통 Ground(접지)

d

GPS 시스템에서 관련 문서의 설명에 따라 배선합니다.

e

직렬 라인 케이블의 총 길이가 약 5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렬 라인에 버퍼 증폭기를 사용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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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라인
a

사용할 이더넷 포트를 찾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더넷 포트가 없을 때는 이더넷 스위치를 컴퓨터와 트랜
시버 사이에 삽입합니다.

b

ME70 컴퓨터의 이더넷 케이블을 주변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CAT-5 이상의 고급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4

Navigation(내비게이션)을 클릭하여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를

엽니다.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를 통해 ME70이 내비게이션 및 자이로

컴퍼스 시스템과 같은 외부 주변 장치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5

각 탭마다 다음을 실행합니다.
a

사용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b

선택된 포트의 Setup(설정)을 클릭하여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c

사용할 NMEA Sentence(NMEA 문장)을 선택합니다.
Auto(자동)를 선택하면 ME70이 미리 정의된 우선순위 목록에 따라 수신
정보 중에서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d
6

해당할 경우, Talker ID(송신자 ID)를 지정합니다.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모션 센서 연결
목적
이 절차는 직렬 포트에서 모션 센서 정보를 받도록 ME70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모션 레퍼런스 유닛은 프로세서 유닛 뒷면의 직렬 포트 1(COM1)에만 연결
해야 합니다.
다음 텔레그램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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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속도 변경 94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내부 지연 변경 96 페이지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설치 기능 222 페이지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직렬 라인을 사용하여 ME70을 모션 센서에 연결합니다.
a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찾습니다.

b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2: 수신 신호 Rx
• 핀 3: 송신 신호 Tx
• 핀 5: 공통 Ground(접지)

c

모션 센서에서 해당 사용자 매뉴얼의 설명에 따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d

직렬 라인 케이블의 총 길이가 약 5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렬 라인에 버퍼 증폭기를 사용해
야 합니다.

2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는 ME70 소프트웨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
정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전용 절차를 따릅니다.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속도 변경
목적

파라미터 서버 ( 개체 검사기의 일부 )

다음 절차에 따라 모션 센
서와 ME70 사이의 통신용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변
경합니다.
설명
모션 센서의 입력은 ME70 작
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이 센서의 입력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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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 절차는 일부 “숨겨진“ 대화상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러
한 대화 상자는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본 매
뉴얼의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설명에 따라 정확히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이러한 대화 상자에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불
안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모션 센서 입력과 관련하여 기본 설정 이외의 설정을 선택하면 ME70 소프트웨어
를 다시 설치할 때 이러한 설정을 한 번 더 입력해야 합니다 .
절차
1 Shift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Simrad 로고를 더블 클
릭합니다.
2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
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ParameterServer 항목을 찾습니다.
4 ParameterServer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저)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
롤하면서 SMS BeamFormer 항목을 찾습
니다.
6 [+] 아이콘을 클릭하여 엽니다.
7 아래로 스크롤하여 MruReceiver 를 찾아
엽니다.
8 아래로 스크롤하여 Speed 를 찾고, 이 항목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 오른쪽
에서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9 새 값을 입력하고, Update(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10 필요할 경우 Port(포트)와 Protocol(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반복
합니다.
11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
저)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12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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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내부 지연 변경
목적

파라미터 서버 ( 개체 검사기의 일부 )

일부 모션 센서는 자세 데
이터를 제공할 때 내부 지
연이 있습니다. 지연에 대
한 시스템 설명을 보려면 아
래 절차를 따릅니다.
설명
모션 센서의 입력은 ME70 작
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이 센서의 입력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

이 절차는 일부 “숨겨진“ 대화상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러
한 대화 상자는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본 매
뉴얼의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설명에 따라 정확히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이러한 대화 상자에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불
안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모션 센서 입력과 관련하여 기본 설정 이외의 설정을 선택하면 ME70 소프트웨어
를 다시 설치할 때 이러한 설정을 한 번 더 입력해야 합니다 .
절차
1 Shift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Simrad 로고를 더블 클
릭합니다.
2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
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ParameterServer 항목을 찾습니다.
4 ParameterServer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저)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
롤하면서 SMS BeamFormer 항목을 찾습
니다.
6 [+] 아이콘을 클릭하여 엽니다.
7 아래로 스크롤하여 MruReceiver 를 찾아
엽니다.
8 아래로 스크롤하여 EstimatedMRUDelay 를 찾고, 이 항목을 클릭하여 대화 상
자 오른쪽에서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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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값을 입력하고, Update(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10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
저)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11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목적
이 절차는 전용 프로브에서 음속 정보를 받도록 ME70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설명
음속 프로브와의 통신은 독점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형식이 지원됩니다.
→ AML CALC 파일 형식 399 페이지
→ Sippican SVP 파일 형식 399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직렬 라인을 사용하여 ME70을 음속 프로브에 연결합니다.
a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찾습니다.

b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2: 수신 신호 Rx
• 핀 3: 송신 신호 Tx
• 핀 5: 공통 Ground(접지)

c

음속 프로브에서 제조사가 제공한 해당 지침 매뉴얼에 나오는 설명대
로 연결합니다.

d

직렬 라인 케이블의 총 길이가 약 5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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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긴 케이블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렬 라인에 버퍼 증폭기를 사용해
야 합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4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를 클릭하여 Sound Velocity(음속) 대화 상자를

엽니다.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대화 상자에서 음속 센서의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할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Setup(설정)을 클릭하여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6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7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에서 Environment(환경)를 클릭하여 Environment(환

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는 환경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는 모두 ME70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범위, 전파 손실, 확산 손실
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음속도 데이터의 소스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8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에서 Transducer Face(트랜스듀서 표면) 탭을

클릭합니다.
Transducer Face(트랜스듀서 표면) 탭을 통해 음속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전
용 센서로부터 음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9

Probe(프로브)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팁
Probe Port Setting(프로브 포트 설정) 버튼으로 Sound Velocity(음속) 대화 상

자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10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11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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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시스템에서 ME70 설정
목적
이 절차는 동기화 시스템에서 ME70을 슬레이브 또는 마스터로 설정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둘 이상의 수중 음향 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된 경우에는 항상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시스템을 공통 동기화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음향 시스
템 중 하나를 “마스터“로 지정하여 다른 시스템의 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ME70에는 원격 송신 동기화용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외부 동기
화 또는 다른 수중 음향 시스템에 따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모드에서 작동
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간 섭 은 두 파가 서로 중첩되어 진폭이 더 크거나 작은 결과 파를
생성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섭은 동일한 소스에서 생성되었
거나 주파수가 (거의) 동일하여 서로 상관 또는 간섭 관계를 가지는 파들
의 상호 작용을 일컫습니다.
— Wikipedia 2011 년

대부분의 용도에서 동기화 인터페이스는 RS-232 직렬 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RS-232 인터페이스의 경우 CTS 및 RTS 연결만 사용됩니다.
RS-232의 표준 규격에 따라 출력은 전압 수준 +5~+15Vdc(논리 '낮음') 및
-5~-15Vdc(논리 '높음')를 부하 3~7kΩ로 생성해야 합니다. RS-232 수신기는 부하
3~7kΩ을 제공하여 입력 +3~+25Vdc를 논리 '낮음'으로 변환하고, 입력 +3~+25Vdc
를 논리 '높음'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트리거 펄스가 양수일 때는 오프셋 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0V DC를 넘나드
는 약간의 편차(플러터)로는 인터페이스가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RS-23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9 핀 D 커넥터로 연결되는 외부 동기화 케이블
9-pin D-connector

9-pin D-connector

GROUND

5

5

GROUND

RTS

7

7

RTS

CTS

8

8

CTS
(CD016021-001)

RS-422 직렬 인터페이스를 동기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S-422에서
는 전압 레벨이 +6~-6Vdc입니다. 양의 전압은 논리 '낮음' 입니다. 일반 용도에
서 RS-422의 이점은 속도와 최대 범위입니다. 동기화에도 동일한 핀(9핀 D 커
넥터의 5, 7, 8)이 사용됩니다.
중요

RS-422를 사용할 때는 논리 '낮음'에서 논리 '높음'으로의 이동이 0Vdc에서 일어
납니다. 따라서 0V DC 넘나드는 약간의 편차(플러터)로 인터페이스가 트리거되
지 않도록 오프셋 전압이 음수여야 합니다.

410529/C

99

Simrad ME70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이 절차의 첫 단계(하위 단계 포함)에서는 해당하는 연결부를 사용하는 물리적
케이블 연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ME70 소프트웨어에서 인터
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1 직렬 라인을 사용하여 외부 동기화 시스템을 ME70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a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찾습니다.
b ME70 컴퓨터의 직렬 라인 소켓에서 다음과 같이 RS-232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핀 8: 원격 시스템에서 CTS 까지 RTS
• 핀 7: 원격 시스템에서 RTS 까지 CTS
• 핀 5: 공통 Ground(접지)
팁

컴퓨터에 적절한 직렬 라인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USB 직렬
커넥터를 사용하십시오. 몇 가지 유형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c

직렬 라인 케이블의 총 길이가 약 50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렬 라인에 버퍼 증폭기를 사용해
야 합니다.

노트

마스터 시스템 하나로 슬레이브 2 개를 제어할 경우에는 마스터 시스템의
RTS 출력에서 두 슬레이브의 CTS 입력까지 단일 케이블(접지 포함)을 연결해
야 합니다. 슬레이브의 RTS 출력에서 되돌아오도록 연결하면 안 됩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4

Synchronization Port(동기화 포트)를 클릭하여 Synchronization Port(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외부 동기화 전선을 연결할 RS-232 포트를 선택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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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 동기화 시스템을 연결할 때 사용한 직렬 포트를 선택합니다.
동기화 신호를 원하는 직렬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라인 통신의
제어 신호만 사용되므로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6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7

Setup(설정) 메뉴에서 Synchronization(동기화)을 클릭하여 Synchronization(동

기화) 대화 상자를 엽니다.

Synchronization(동기화) 대화 상자의 목적은 동기화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또

는 마스터나 슬레이브로 작동하도록 ME70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ME70이
동일 주파수 범위 안에서 다른 수중 음향 기기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통기화가 필요합니다.
8

None(없음), Slave(슬레이브) 또는 Master(마스터)를 클릭하여 작동 모드

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동기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

수중 음향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해야만 둘 이상의 시스템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없음
이 동기화 모드는 ME70이 단독으로 작동할 경우에 사용되며, 동기화는 필
요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ME70은 동기화 포트에 도달하는
신호와 상관없이 내부 핑 간격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 마스터
ME70이 동기화 시스템에서 마스터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이 모드를 사용
합니다. ME70으로 활성화된 경우에만 주변 수중 음향 시스템 전송이 허용
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ME70이 내부 핑 간격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작
동하고, 동기화 포트에서 주변 시스템으로 외부 트리거 신호를 전송합니다.
• 슬레이브
ME70이 주변 시스템에서 허용할 때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경우에 이 모
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ME70이 각 핑 동작 전에 선택된 동
기화 포트에 외부 트리거가 표시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9

필요할 경우 동기화 지연을 입력합니다.

10 OK 를 클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인터페이스 라인이 작동하는지 확인
목적
이 절차는 실제로 데이터가 주변 시스템에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410529/C

101

Simrad ME70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이지
절차
1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2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ation(설치) 하위 메뉴를 엽니다.

3

I/O Setup(I/O 설정)을 클릭하여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사용 가능한

각 통신 채널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

각 입출력 라인에 대해 다음을 실행합니다.
a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라인을 한 번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b

Monitor(모니터)를 클릭하여, 선택한 통신 라인의 Port Monitor(포트 모
니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선택한 직렬 또는 이더넷(LAN)

포트의 통신 스트림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c

입력 통신 라인에서 데이터 흐름을 점검합니다.
이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려면 주변 시스템이 활성 상태이고 ME70
으로 정보를 송신 중이어야 합니다.

d

출력 통신 라인에서 데이터 흐름을 점검합니다.
이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려면 ME70이 활성 상태이고 주변 시스템
으로 정보를 송신 중이어야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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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이 작동 중이면 모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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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유지보수 절차
이 절차는 Simrad ME70의 선내 테스트와 유지보수용 절차입니다.
중요

컴퓨터, 트랜시버 및 파워 서플라이에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
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항목
• 전원 재작동으로 ME70 재시작 103 페이지
• 시스템 오류 복구 103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결함 있는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107 페이지
• 시스템 메시지 처리 109 페이지
•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110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0 페이지
•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112 페이지
• 트랜스듀서 취급 및 유지보수 113 페이지

전원 재작동으로 ME70 재시작
목적
이 절차는 Simrad ME70을 재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제 조건
a ME70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 중입니다.
관련 항목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절차
1 ME70 응용 프로그램의 Setup(설정) 메뉴를 열고, TRU On/Off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의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트랜시버를 시작하고,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오류 복구
목적
이 절차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ME70 운영 체제를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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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본적으로 ME70 프로세서 유닛 소프트웨어는 전원을 껐을 때 활성 상태였던 사
용자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설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ME70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2 전원을 켜고 ME70 프로세서 유닛을 시작합니다.
3 시동 시퀀스에서 다른 사용자 설정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4 출고 시 기본 설정을 선택하고, 시스템이 이 설정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 시작
목적
이 절차는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이 프
로그램은 Setup(설정) 메뉴에서 열립니다.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작동 요소가 800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결함 요소가 4개 이하인 경우는 유의
적인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
1 Main(주) 메뉴를 확인합니다. ME70 이미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2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3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을 클
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4

Test – Example 1(테스트 - 예 1) 섹터 빔 모드(ME70과 함께 제공)를 한 번 클릭
한 후 OK 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Operation(작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6

104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Operation(작동) 메뉴에서
a Operation(작동)을 Normal(정상)로 설정
합니다.
b TX Power(TX 전력)를 Maximum(최대)으로 설정합니다.
c Ping mode(핑 모드)를 Maximum(최대)으로 설정합니다.
d Ping(핑)을 On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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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Main(주) 메뉴에서 Range(범위)를 50m로 설정합니다.
Setup(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Main(주) 메뉴 아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 때 사용됩니다.
BITE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엽니다.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목적
이 절차는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에서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ME70
의 수신기 회로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매트릭스 탭 211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절차
1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BITE 대화 상자에서 Matrix(매트릭스)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a Mode(모드) 필드에서 Element amplitude(요소 진폭)를 클릭하여 선택
합니다.
b Start averaging(평균화 시작) 필드에서 1000 을 입력합니다.
c Averaging range(평균화 범위) 필드에서 400 을 입력합니다.
d Scale(척도) 필드에서 Automatic(자동)을 선택합니다.
e Element size in pixel(요소 크기, 픽셀) 필드에서 픽셀 폭을 12로, 픽셀
높이를 24로 설정합니다.
f
Transmit pulse(송신 펄스) 필드에서 Current(전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4 샘플 1000에서 시작하는 샘플 400개의 평균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샘플은 모두 핑의 수신 구간 안에 있습니다. 단일 요소 또는 요소 그룹
에서 인접 요소와의 비정상적 편차를 갖는 신호 수준을 보고할 경우 이것은
수신기 하드웨어의 기능 이상을 나타냅니다. 해당 요소의 송신 테스트에 이
상이 없을 경우 이것은 트랜스듀서의 케이블 연결 불량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시버 후면판과 해당 요소의 TRX32 또는 RIO 회로 기판 사이의 핀이 휘
었거나 파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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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요소의 RIO 회로 기판에 연결된 케이블 커넥터의 핀이 휘었거
나 파손되었음
• 케이블 손상
• 트랜스듀서 요소 결함
• 매트릭스 뷰에서 검은색 요소가 32개인 직사각형은 단일 TRX32 보드 이
상을 나타냅니다. 도구 설명에 문제가 있는 보드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
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보드 8개 또는 9개의 연속 이상은 파워 서플라이 문제를 나타냅니다.
BITE 뷰의 신호 값이 약한 것은 아날로그 앰프의 +6Vdc에 문제가 있는 것
이고, 응답이 없는 것은 디지털 전압의 +12Vdc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5Vdc 파워 서플라이의 이상은 송신 테스트에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보드 8개 또는 9개의 연속 이상은 파워 서플라이 문제를 나타냅니다.
BITE 뷰의 신호 값이 약한 것은 아날로그 앰프의 +6Vdc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것은 디지털 회로에 전류를 공급할 때 사용되는
+12Vdc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5Vdc의 이상은 송신 테스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목적
이 절차는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에서 Matrix(매트릭스) 뷰를 사용하
여 ME70의 송신기 회로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매트릭스 탭 211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절차
1 내장 테스트 장비(BITE)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BITE 대화 상자에서 Matrix(매트릭스) 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a Mode(모드) 필드에서 Element amplitude(요소 진폭)를 클릭하여 선택
합니다.
b Start averaging(평균화 시작) 필드에서 20 을 입력합니다.
c Averaging range(평균화 범위) 필드에서 100 을 입력합니다.
d Scale(척도) 필드에서 Automatic(자동)을 선택합니다.
e Element size in pixel(요소 크기, 픽셀) 필드에서 픽셀 폭을 12로, 픽셀
높이를 24로 설정합니다.
f
Transmit pulse(송신 펄스) 필드에서 Current(전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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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샘플 20에서 시작하는 샘플 100개의 평균을 확인합니다.
이 테스트로 정상 빔의 송신 시 사용되는 가중치를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이 같
은 모든 송신기를 테스트하려면 빔 모드 ' 예 1 빔 균일 가중 '을 선택하고, 송신
기 테스트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이러한 샘플은 모두 송신 펄스 안에 있어, 송신 시 요소 가중치가 보입니다. 단
일 요소 또는 요소 그룹(TRX32 보드)에서 인접 요소와의 비정상적 편차를 갖
는 신호 수준을 보고할 경우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소의 수신기 테
스트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송신기 전자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트

균일 가중 및 자동 환산을 결합하면 BITE 뷰에서 요소 간 차이가 상대적으
로 작을 때 전체 색 눈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작동
하는 트랜스듀서일지라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인접 요소 간 차이가 큰
경우 수치 데이터를 살펴보고 , 가장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 사이의 차이
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함 있는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목적

파라미터 서버 ( 개체 검사기의 일부 )

이 절차는 내장 테스트 장
비(BITE) 프로그램으로 사
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트랜스듀서 요소를 비활성
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트랜스듀서 어레이에 800개
의 트랜스듀서 요소가 있어
ME70은 단일 요소 고장 시 이중화 이점이 뛰어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
의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결함 요소를 찾아내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BITE 테스트
결과 개별 요소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이러한 요소
의 입력 진폭을 최소 값으로 설정합니다. 전자 장치 진동으로 인해 소음을 일으
키는 요소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

이 절차는 일부 “숨겨진“ 대화상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러
한 대화 상자는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본 매
뉴얼의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설명에 따라 정확히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이러한 대화 상자에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불
안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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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Shift 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Simrad 로고를 더블 클

릭합니다.
2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
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3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ParameterServer 항목을 찾습니다.

4

ParameterServer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저)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대화 상자 왼쪽의 목록을 아래로 스크
롤하면서 SMSBeamFormer 항목을 찾습
니다.

6

[+] 아이콘을 클릭하여 엽니다.

7

아래로 스크롤하여
NtrCommunicationManager 를 찾

아 엽니다.
8

아래로 스크롤하여 DisconnectedElements 를 찾고, 이 항목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 오른쪽에서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9

New value(새 값) 필드에서 비활성화할 전체 요소 목록을 기록합니다. 콤마로
구분된 요소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노트

새 요소를 현재 목록에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 요소와 새 요소 모두 목록에 유
지되어야 합니다 . 새 값을 업데이트하면 기존 목록이 지워집니다 .
10 오른쪽의 Update(업데이트) 탭을 클릭하고 새 목록을 활성화합니다.

11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Parameter browser(파라미터 브라우
저)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12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를 클릭하여 Object Inspector(개체 검사기)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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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시지 처리
목적
이 절차는 ME70의 메시지를 읽고 승인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설명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

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 버
튼이 깜박이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게시된 것을 나
타냅니다 .

제 목 표 시 줄의 Message(메시지) 아이콘 색이 변하

거나 깜박이면 시스템 메시지가 생성된 것입니
다. Message 아이콘 색은 현재 표시된 메시지 유
형의 심각도를 나타냅니다.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승인 또는 삭제할 수도 있고,
탭에 표시된 전체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팁

ME70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드 디스크의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
다. 이상 동작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파일이 Simrad 지원 부서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이러한 로그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십시오.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rrors(오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ME70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System alarms(시스템 경보): ME70 시스템 또는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와 관련이 있습니다.
3 Operational alarms(작동 경보): 환경 조건이나 인터페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외적인 이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4 Warnings(경고): 작동 경고입니다.
5 Information(정보): 작동 이벤트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노트

심각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이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중대한
오류 조건이 발생할 경우 ME70 가 일정한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110 페이지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절차
1 제 목 표 시 줄 의 Message(메시지)를 클릭하여 Message(메시지)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Message(메시지) 대화 상자에 각 메시지 유형마다 탭이 하나씩 있는지 확인
합니다.
3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4 메시지를 클릭하고 메시지 목록 아래에 있는 필드에 담긴 전체 텍스트를 읽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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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knowledge(승인)를 클릭하여 선택된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b

현재 메시지에 모두 동의할 때는 Acknowledge All(모두 승인)을 클릭
합니다.

c

Delete(삭제)를 클릭하여 선택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d

선택된 탭 아래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할 때는 Delete All(모두 삭제)
을 클릭합니다.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목적
이 절차는 Simrad ME70의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ME70에서 메시지를 생성할 때마다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이
와 동시에 모든 메시지가 하드 디스크의 여러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상 동작
이 느껴져 대리점 및/또는 Simrad로 문의할 경우 이러한 파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차는 이러한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이 절차는 사용자가 Microsoft® XP® 및/또는 Microsoft® 7 운영 체제의 파일 처리
유틸리티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
1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운영 체제 파일 처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다음 폴더로 이동합니다.
Windows XP: c:\programdata\Simrad\ME70\log
Windows 7: c:\programdata\Simrad\ME70_beamformer\log

3

운영 체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
합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러한 파일을 대리점으로 보내십시오.

4

폴더를 닫습니다.

5

정상 작동 진행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목적
이 절차는 ME70에서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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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Simrad ME70의 온라인 도움말은 CHM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Microsoft에서 이 용도를 위해 만든 독점 형식입니다. 따라서 CHM 파일은
Microsoft 운영 체제가 있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70용 전체 도움
말 시스템은 각 언어마다 단일 CHM 파일 한 개로 구성됩니다.
Simrad ME70의 온라인 도움말은 ME70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그럴 경우에는 www.simrad.com에서 CHM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ME70 컴퓨
터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존' 파일로 교체해야 합니다.
팁

Microsoft는 CHM 파일을 웹 페이지나 네트워크 서버에서 열지 못하도록 정했습
니다. CHM 파일을 열려면 먼저 하드 디스크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중요

이 절차는 사용자가 Microsoft® XP® 및/또는 Microsoft® 7 운영 체제의 파일 처리
유틸리티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항목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43 페이지
•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52 페이지
절차
1

ME70을 시작합니다.

2

기존 온라인 도움말 파일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a

제 목 표 시 줄 의 Help(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도움말을 엽니다.

b

필요할 경우 도움말 페이지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 기호를 클릭하여
목차를 엽니다.

c

Document information(문서 정보)을 클릭합니다.

d

기존 온라인 도움말 파일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3

ME70을 중지합니다.

4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5

업데이트된 온라인 도움말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www.simrad.com/sdc로 이동한 후 로그인합니다.

6

파일 이름을 ME70.chm 으로 변경합니다.
모든 언어에 동일한 파일 이름이 사용됩니다.

7

CHM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고, USB 장치를 컴퓨터의 빈 슬롯
에 삽입합니다.

8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폴더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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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폴더로 이동합니다.
Windows XP: c:\program files\Simrad\SMS\ME70\Language

10

11
12
13
14
15
16

Windows 7: c:\program files\Simrad\SMS\ME70\Language
폴더에 하나 이상의 하위 폴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하위 폴더에 다양한 언
어의 CHM 온라인 도움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
• es = 스페인어
• en = 영어
업데이트할 언어 폴더를 엽니다.
언어 폴더에 있는 기존 CHM 파일 이름을 old_ME70.chm 으로 변경합니다.
운영 체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파일 ME70.chm을 USB 메모리
스틱에서 해당 언어 폴더로 복사합니다.
모든 폴더를 닫습니다.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이 섹션들은 Simrad ME70에 기본 작동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항목
• ME70 소프트웨어 설치 112 페이지
• ME70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13 페이지
• 프로세서 유닛 컴퓨터에서 ME70 소프트웨어 제거 113 페이지
ME70 소 프 트 웨 어 설 치

목적
이 절차는 컴퓨터에 ME70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절차
1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2 ME70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삽입합니다.
ME70 소프트웨어를 CD나 DVD로 받았지만 컴퓨터에 해당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에는 CD/DVD의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복사하십시오.
3 컴퓨터의 파일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에 액세스
합니다.
4 Setup.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5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표시되는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6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의 프로그램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
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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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ndows 7 운영 체제 사용자:

a

Windows 7 방 화 벽 에서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네트워크 정보를 요청하는

지 확인합니다.

공용 을 선택하고 액 세 스 허 용 을 클릭합니다.
b
8

그 밖에 운영 체제에서 다른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컴퓨터의 ME70 소프
트웨어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해야 합니다.

관련 시작 절차를 따릅니다.

ME70 소 프 트 웨 어 업 그 레 이 드

목적
이 절차는 컴퓨터에서 ME70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ME70 소프트웨어 설치 112 페이지
절차
1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를 따릅니다. ME70 소프트웨어 설치 112 페이지

프 로 세 서 유 닛 컴 퓨 터 에 서 ME70 소 프 트 웨 어 제 거

목적
컴퓨터에서 ME70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1

운영 체제의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트랜스듀서 취급 및 유지보수
트랜스듀서와 하이드로폰을 취급, 청소, 유지보수, 도색하려면 다음 규칙
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목
• 트랜스듀서 취급 규칙 114 페이지
• 트랜스듀서 유지보수 규칙 115 페이지
• 트랜스듀서용으로 승인된 오염 방지 페인트 1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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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듀서 취급 규칙
노트

모든 트랜스듀서는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 취급하면 트
랜스듀서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트랜스듀서가 물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작동하지 마 십 시 오.
트랜스듀서를 거칠게 취급하지 말 고 , 충격을 피하십시오 .
트랜스듀서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 십 시 오 .
트랜스듀서 표면을 청소하기 위해 고압의 물 , 샌드 블라스트 , 금속 공구를 사
용하지 마 십 시 오 .
트랜스듀서 표면을 청소할 때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마 십 시 오 .
운송 보호

어떤 트랜스듀서는 운송 중 보호를 위해 표면에 커버 플레이트를 덮은 상태로 배
달됩니다. 이 플레이트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하되,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잊지 말고 제거하십시오.
트랜스듀서 표면 청소

예를 들어 선박 상가 시와 같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트랜스듀서 표면에 붙어 있
는 조개와 기타 해양 부착물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표면에 절개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드러운 나무 조각이나 매우 입자가 고운 에머리지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주의
고압수나 샌드 블라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음향창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칙

악틱 탱크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음향창이 있습니다.
도색을 해서도, 화학물질로 청소해서도 안 됩니다.
음향창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트랜스듀서 표면 도장

트랜스듀서 표면은 오염 방지 페인트로 도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페인트 종류는
트랜스듀서 표면의 폴리우레탄으로 인해 유해할 수 있으므로 Simrad의 승인 페
인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트랜스듀서용으로 승인된 오염 방지 페인트 1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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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듀서 유지보수 규칙

트랜스듀서는 일단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
박 상가 시에는 트랜스듀서 표면을 꼭 청소하여 해양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
이 좋습니다.
1

육안으로 철저하게 트랜스듀서를 점검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트랜스듀서를 청소하십시오.
a

트랜스듀서를 청소할 때 반 합성 비누와 물을 사용합니다.

b

해양 침전물을 제거하려면 입자가 고운 사포나 에머리지를 사용합니다.

중요

트랜스듀서 취급 규칙을 준수합니다.
3

필요한 경우 트랜스듀서 표면에 오염 방지 페인트를 새로 바릅니다.
어떤 페인트 종류는 트랜스듀서 표면의 폴리우레탄으로 인해 유해할 수 있으
므로 Simrad의 승인 페인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트랜스듀서 취급 규칙 114 페이지
• 트랜스듀서용으로 승인된 오염 방지 페인트 115 페이지
트랜스듀서용으로 승인된 오염 방지 페인트

다음은 Simrad에서 폴리우레탄 트랜스듀서 하우징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오염
방지 페인트의 목록입니다.
이들 생산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이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존 제품
은 제거되고 새 제품이 공급됩니다. 최신 정보는 생산업체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
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imrad에 문의하십시오.
전체 제품 정보와 적용 가능한 절차는 생산업체의 설명서와 데이터 시트를 참
조하십시오.
Jotun
본 사 주 소 : P.O.Box 2021, N-3248 Sandefjord, Norway
웹 사 이 트 : www.jotun.com.

1

레이싱

2

논스톱

3

Antifouling SeaQuantum Ultra(125미크론)로 범용 프라이머(125미크론) 보호

4

Antifouling Sea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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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ine Coatings
주 소 : 전 세계 영업소
웹 사 이 트 : www.international-marine.com.

1

Intersleek tie coat + 425 FCS
• BXA386/BXA390/BXA391 회색
• HKA563/HKA570/HKA571 노란색
• 우선 BXA386, BXA390, BXA391을 혼합한 다음 도포합니다. 마르면
HKA563, HKA570, HKA571을 혼합하여 도포합니다.

2

Intersmooth 360 Ecoloflex SPC

3

Micron Extra

Hempel IFA Coatings
본 사 주 소 : Hempel A/S, Lundtoftevej 150, Kgs. Lyngby, DK-2800 Copenhagen,

Denmark
웹 사 이 트 : www.hempel.c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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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뷰

이 장에서는 Simrad ME70에 표시되는 정보의 간략한 개요와 정보의 구성 방
법을 설명합니다.
6개의 뷰가 보입니다. 하나는 전체 멀티빔 프레젠테이션을 표시하는 기본
Swath(스와스) 뷰입니다. 다른 5개의 뷰는 개별 채널을 표시하는 '채널 뷰'입니다.
각 채널 뷰는 최대 6가지 다른 필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메뉴 시스템 126 페이지
• 스와스 및 채널 뷰 127 페이지
– 스와스 뷰 12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색 눈금 필드 131 페이지
– 수심 필드 132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페이지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스코프 필드 136 페이지
– 에코그램 마커 136 페이지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메뉴 시스템 126 페이지
• 스와스 및 채널 뷰 1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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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구성
기본적으로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전체 화면 뷰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이 표시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Replay(재생) 모드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A

제목 표시줄
제 목 표 시 줄 에 제조사(Simrad)와 제품 이름(ME70)이 표시됩니다. 몇 가지 정

보 필드와 버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와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시스템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하고, 탐색 정보를 담고, 기본 시스템 기능을 설정합니다.
B

에코그램

각 에코그램은 자체 Channel view(채널 뷰)에 표시됩니다. 다섯 개의 채널
뷰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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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채널 뷰가 열립니다. 각 뷰마다 해수면 관련 및 해저
관련 에코그램이 하나씩 있습니다.
채널 뷰를 클릭하면 에코그램이 “활성“ 상태로 선택됩니다. “활성“ 에코그램
에는 빨간색의 두꺼운 테두리가 있습니다. 에코그램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변경할 경우 기본적으로 “활성“ 에코그램에만 적용됩니다.
팁

사이의 경계선을 옮겨 채널 뷰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클릭하
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선을 옮깁니다.
각 채널 뷰에 Colour Scale(색 눈금), Depth(수심),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Scope(범위) 및
Numerical(수치)의 다섯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는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수직 및/또는 수평 방향으
로 테두리 선을 끌어 열 수 있습니다.
C

메뉴 시스템

메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하위 메뉴를
열 때는 Main(주) 메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 시스템을 숨기
거나 불러올 때는 제 목 표 시 줄 의 Menu(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D

스와스 뷰

이 뷰에는 스와스 필드가 있어, 팬에 있는 모든 빔의 음향 데이터를 볼 수 있
습니다.
Swath(스와스) 뷰에 Colour Scale(색 눈금) 필드와 Depth(수심) 필드 2개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들은 5개의 채널 뷰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E

재생 표시줄

재생이 진행될 때 재생 표시줄이가 제목 표시줄 밑에 표시됩니다. 재생 표시줄을
사용하여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고,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F

하위 메뉴

하위 메뉴는 Main(주) 메뉴 아래의 버튼을 클
릭하여 열고 닫습니다.
관련 항목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재생 표시줄 125 페이지
→ 메뉴 시스템 126 페이지
→ 스와스 및 채널 뷰 1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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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줄
ME70 제 목 표 시 줄 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맨 위에 있으며, 제일 왼쪽부터 제
일 오른쪽까지 확장됩니다.
항목
• 목적과 설명 120 페이지
•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페이지
• 작동 버튼 121 페이지
– 메뉴 버튼 121 페이지
– 기록 버튼 122 페이지
• 내비게이션 필드 122 페이지
– 지리학적 위치 ( 위도와 경도 ) 122 페이지
– 방향 123 페이지
– 속도 123 페이지
• 기능 버튼 123 페이지

목적과 설명
ME70 제 목 표 시 줄 은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맨 위에 있으며, 제일 왼쪽부터 제
일 오른쪽까지 확장됩니다.
제 목 표 시 줄 을 사용하여 주요 기능과 탐색 정보에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메뉴 숨기기 또는 표시, 데이터 기록 시작 및 정지, Messages(메시
지) 대화 상자 열기,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운영 체제
기능과 관련된 버튼도 몇 개 있습니다.

A

Function(기능)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여 기본 시스템 기능을 제어합니다.
• Exit(종료):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 Minimize(최소화) 및 Resize(크기 조정):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프레젠
테이션 크기를 조정합니다.
• Help(도움말):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을 엽니다.
• Alarm(경보):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버튼이 깜박이면 메시지가 게시된 것입니다.
• Record(기록): 이 버튼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B

Date and time(날짜 및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접두사 “R:“은 현재 데이터가 이전에 기록
된 세션부터 재생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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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위치

버튼이 아닌 현재 지리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D

방향

버튼이 아닌 선박의 현재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E

속도

버튼이 아닌 선박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정보 필드입니다.
F

로고 및 제품 이름

SIMRAD 로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bout(정보) 대화 상
자를 엽니다.
G

메뉴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시스템을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관련 항목
•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페이지
• 작동 버튼 121 페이지
• 내비게이션 필드 122 페이지
• 기능 버튼 123 페이지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로고 및 제품 이름
로 고 및 제 품 이 름 은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Simrad 로고 및 제품 이름(ME70)이 표시됩니다.
Simrad 로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에 관
한 정보가 담긴 About(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작동 버튼
제 목 표 시 줄 에는 여러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항목
• 메뉴 버튼 121 페이지
• 기록 버튼 122 페이지
메뉴 버튼
Menu(메뉴)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목 표시줄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Menu(메뉴) 버튼을 한 번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지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메뉴 시스템 1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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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버튼
Record(기록)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왼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하거나 중지합
니다.
기록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버튼에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록을 정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드 디스크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노트

원시 데이터 파일은 보통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 대량의 ME70 원시 데이
터를 기록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세
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 외부 저장 장치에 원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내비게이션 필드
내비게이션 정보는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에 위치
합니다.
버튼이 아닌 선박 이동과 관련된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필드입니다.
노트

제 목 표 시 줄 의 이 정보를 선박 항해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위도 와 경 도 )
지 리 학 적 위 치 (위
Geographical location(지리학적 위치) 정보
는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상단
의 제 목 표 시 줄 Navigation Field(내비게이션
필드)에 표시됩니다.

GPS 시스템이 ME70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제 목 표 시 줄 의 이 필드에 선박의 지리
적 위치 경도와 위도가 표시됩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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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Heading(방향) 정보는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Navigation Field(내비게이션 필드)에

표시됩니다.
관련 센서가 ME70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제 목 표 시 줄 의 해당 필드에 선박의 현
재 방향이 표시됩니다.
외부 GPS 시스템과의 통신은 Setup(설정) 메뉴의 Navigation(내비게이션) 버튼
으로 설정합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속도
Speed(속도) 정보는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상단
의 제 목 표 시 줄 Navigation(내비게이션) 필드에 표시됩니다.

GPS 또는 속도 로그 시스템이 ME70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제 목 표 시 줄 의 해당
필드에 선박의 현재 속도가 표시됩니다.
외부 GPS 시스템 또는 속도 센서와의 통신은 Setup(설정) 메뉴의 Navigation(내비
게이션)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기능 버튼
Function(기능)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
단의 제 목 표 시 줄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항목
• ( 경보 ) Message ( 메시지 ) 버튼 123 페이지
• 도움말 버튼 124 페이지
• 최소화 버튼 124 페이지
• 크기 변경 버튼 124 페이지
• 종료 버튼 124 페이지
경 보) Message (메
메 시 지) 버 튼
(경
Message(메시지)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왼

쪽에 위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를 엽니다.
Message(메시지) 버튼이 깜박이면 ME70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생성

한 것입니다.
관련 항목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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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버튼
Help(도움말)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왼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을 엽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도움말 시스템의 시작 페이지가 열립니다.
ME70의 다양한 대화상자에도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이 있습니다. 대화 상
자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Help(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도움말 시스템
이 열립니다.
관련 항목
최소화 버튼
Minimize(최소화)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왼

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을 최소화합니
다. 이것은 운영 체제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전 크기로 복구하려면 운영 체제의 상 태 표 시 줄 에 있는 ME70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 변경 버튼
Resize(크기 변경)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오

른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크기를 변경
합니다. 이것은 운영 체제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전 크기로 복구하려면 Resize(크기 변경) 버튼을 다시 클릭
합니다.
종료 버튼
Exit(종료) 버튼은 ME70 프레젠테이션 상단의 제 목 표 시 줄 왼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ME70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전용 절차에 따라 ME70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관련 항목
• ME70 전원 끄기 25 페이지

124

410529/C

디스플레이 뷰

재생 표시줄
재 생 표 시 줄 은 제 목 표 시 줄 바로 밑에 위치합니다. Replay(재생) 모드를 선택하
면 이 표시줄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A

중지

이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을 중지합니다.
팁
재 생 표 시 줄 은 다른 작동 모드를 선택하기 전까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없어

지지 않습니다.
B

일시 중 지
재 생 /일

이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중지합니다.
C

재생 속도

이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옆으로 움직이며 재생 속도를 조정합니다.
D

파일 선택

이 버튼에는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Replay
File(재생 파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E

진행률

이 표시줄에는 현재 파일의 재생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재생 파일의 반복
재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파일 시작부가 표시될 때마다 왼쪽부터 표시줄
이 시작됩니다.
팁

Replay(재생) 모드를 시작하려면 Operation(작동) 메뉴의 Operation(작동) 버튼을
사용합니다.
재생 파일을 연속으로 실행하려면 Replay File(파일 재생) 대화 상자의 Loop(루
프)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166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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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스템
메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E70 프레젠테이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ME70의 작동 파라미터는 주 메뉴, 하위 메뉴 세
트 및 여러 메뉴 버튼이 있는 트리 구조를 사용하
여 선택합니다. 일부 메뉴 버튼은 추가 선택 기
능이 있는 대화 상자 또는 하위 메뉴를 엽니다.
Main(주) 메뉴에는 정상 작동 시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주 메뉴 아래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하위 메뉴
를 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왼쪽부터).
A

Operation(작동) 메뉴는 기본 작동 파라미터

를 제어합니다.
B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는 디스플레이 프
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 같은 시스템
의 시각적 측면을 제어합니다.

C

Setup(설정) 메뉴는 신호 처리 구성, 시스템

설치와 유지보수 및 주변 장치 연결을 제어
합니다.
D

Active(활성) 메뉴의 내용은 현재 활성 항목(뷰
또는 객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
하여 선택된 뷰 또는 객체에 사용 가능한 특수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E

Extras(추가) 메뉴는 메뉴가 아닙니다. 이 메뉴에는 선택된 뷰의 수치 데이
터 목록이 있습니다.

팁

메뉴 시스템 장에 메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과 파라미터의 세부
목록이 나옵니다.
관련 항목
• 메뉴 시스템 1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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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스 및 채널 뷰
ME70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채널 뷰 5개와 스와스 뷰 1개로 표시됩니다.
항목
• 스와스 뷰 128 페이지
• 채널 뷰 129 페이지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색 눈금 필드 131 페이지
• 수심 필드 132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페이지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스코프 필드 136 페이지
• 에코그램 마커 136 페이지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구성 118 페이지
• 채널 및 스와스 뷰의 정보 필드 활성화 및 비활성화 59 페이지
• 채널 뷰 및 필드의 크기 변경 60 페이지
• 채널 뷰에서 확인할 빔 선택 61 페이지
• 별도의 창에서 선택된 빔 열기 62 페이지
• 프레젠테이션 색상 선택 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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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스 뷰
ME70 스와스 뷰는 팬에 있는 모든 빔
의 에코그램 데이터로 구성한 이미지
를 나타냅니다. 각 핑별로 구성된 2차
원 소나 모양의 이미지입니다. 그 안
에는 이력이 담기지 않습니다.
현재 채널 뷰에서 설명하는 빔은 노란
색 선 2개 사이에서 확인됩니다. 스와
스 뷰 상단의 수심 값은 가운데 빔으
로 측정합니다.
A

스와스의 총 너비는 검은색 선 2개
사이에 표시됩니다. 스와스 너비는
현재 빔 구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B

스와스 하위 부분을 나타내는 선
2개는 채널 뷰에서 현재 선택된 빔
을 표시합니다.
기준 빔 2개를 정의하고 활성화한
경우 이 부분의 너비는 빔 3개입니다. 이것은 상위 3개의 채널 뷰에 표시
되는 빔입니다.
두 기준 빔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문의 너비는 빔 5앱니다.

이 부분에 포함시킬 빔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Beam Selection(빔 선
택) 버튼으로 정의합니다.
C

왼쪽의 수직선은 Colour Scale(색 눈금) 필드가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
화 상자에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색 눈금을 보려면 회색 선을 클
릭하고 오른쪽으로 끕니다.

D

Depth(수심) 필드입니다. 이것은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에서 활
성화되었습니다. Depth(수심) 필드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최소화하려면 회색
선을 클릭하고 상하로 끕니다. 문자 크기는 자동으로 변합니다.

스와스 뷰 안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옵션이 있는 작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
타납니다. 바로가기 메뉴의 Configure window(창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Colour Scale(색 눈금) 및 Depth(수심)
필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들은 다섯 채널
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관련 항목
• 색 눈금 필드 131 페이지
• 수심 필드 132 페이지
•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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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뷰
ME70 프레젠테이션에 5개의 채널 뷰가 있습니다. 상단 “행“에 3개의 뷰가 나란
히 있고, Swath(스와스) 뷰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각 채널 뷰에는 선택된 빔
의 에코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 필드를 사용하여 에코그램과 관련
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단 가운데 뷰에 표시되는 빔은 Display(디스플레
이) 메뉴의 Beam Selection(빔 선택) 버튼으로 선택
합니다. 선택된 빔은 Swath(스와스) 뷰에 노란색 삼
각형으로 표시됩니다. 상단 가운데 채널 뷰의 빔이
선택되면 나머지 채널 뷰에는 선택된 빔의 앞뒤에
2~3개의 빔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왼쪽 상단: 선택된 빔 –1
• 오른쪽 상단: 선택된 빔 +1
• 왼쪽 하단: 선택된 빔 -2
• 오른쪽 하단: 선택된 빔 +2
중요
Beam Mode(빔 모드) 대화상자의 Reference Beams(기준 빔) 탭을 사용하여 기준
빔 2개를 선택하고 활성화한 경우에는 하단 채널 뷰 2개에 이러한 기준 빔
이 항상 표시됩니다.

예 5 채널 뷰용 빔 선택
Beam Selection(빔 선택) 버튼으로 빔 7을 선택할 경우 상단 채널 창에는 빔 6,

7, 8이 표시되고, 하단 채널 뷰에는 빔 5와 9가 표시됩니다(두 기준 빔을 선
택하여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각 채널 뷰에는 선택한 빔
의 에코그램과 빔 파라미터를 보여주
는 정보 필드가 있습니다. 각 필드(에
코그램 필드 포함)를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 채널 뷰 상단에 Depth(수심) 필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epth(수심) 필드
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최소화하려
면 회색 선을 클릭하고 상하로 끕니
다. 문자 크기는 자동으로 변합니다.
B 뷰 왼쪽에서 Colour Scale(색 눈금),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
지) 및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
겟 위치) 필드를 활성화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의 크기를 변경하거
나 최소화하려면 회색 선을 클릭하고 좌우로 끕니다.
C 뷰 오른쪽에서 Scope(범위) 및 Numerical(수치) 필드를 활성화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최소화하려면 회색 선을 클릭
하고 좌우로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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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chogram(에코그램) 필드 하단에는 다음 정보가 담긴 문자열이 있습니다.
• 채널 뷰에 표시되는 현재 빔
• 선택된 빔의 주파수
• 종방향(X)과 횡방향(Y) 조향각(도)을 나타내는 X 값과 Y 값

팁

채널 뷰의 에코그램 필드 안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옵션이 있는 작은 바로
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로가기 메뉴의 Configure
window(창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필드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에는 관련 파라미터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사한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스와스 뷰 128 페이지
•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페이지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에코그램 필드
Echogram(에코그램) 필드는 일반적으로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각 채널 뷰의
특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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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chogram(에코그램) 필드는
음향 값 정보를 포함합니다.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
에서 구성한 설정에 따라 표시되
는 정보 유형이 지정되며,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설정
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에 다양
한 마커를 추가하여 정보를 보강
및/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팁

커서를 필드 내부에 두면 작은 노
란색 라벨이 나타나 특정 정보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는 어떤 정보를 표시
할지 정의합니다.
이 필드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
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마커 136 페이지
•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페이지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색 눈금 필드
5개 채널 뷰에서는 Colour Scale(색 눈금) 필드가 Echogram(에코그램) 필드 옆
에 있지만 Swath(스와스) 뷰에서는 Swath(스와스) 필드 옆에 있습니다. 필드를
열려면 회색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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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olour scale(색 눈금) 필드는 에코 강도를 12가지 색 중 하나로
매핑하여 시각화하는데, 약한 신호는 연한 파란색, 강한 신호
는 진한 갈색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별 색은
3dB 범위의 에코 신호 강도를 표시하는데, 이는 곧 에코 강도
가 2배가 될 때마다 다음 색이 선택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
만 색의 개수가 다를 수 있고 전용 색 구성표를 사용할 수 있으
므로 이는 특정 설정과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Gain 20Log(게
인 20로그)(또는 Gain 40Log(게인 40로그))를 변경함으로써, 색
눈금의 한계가 변경됩니다.
높은 수치의 TVG 값(=높은 게인)을 선택하면 약한 에코 신호
가 올바로 표시되는 반면, 강한 신호는 어두운 갈색으로 채워
집니다. 낮은 수치 값을 선택하면 강한 에코 신호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색 눈금의 하한보다 낮은 약한 신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디스플레이 배경색이 사용됨).
팁

커서를 뷰 내부에 두면 작은 노란색 라벨이 나타나 특정 정보를 자세히 읽을 수 있
습니다.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정의합니다.
이 필드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
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수심 필드
Depth(수심) 필드는 각 채널 뷰 위와 Swath(스와스) 뷰 위에 있습니다. 필드를
열려면 회색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아래로 끕니다.

설명
Depth(수심) 필드는 현재 수심을 표시합니다.
팁

이 뷰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전용 바로가기 메
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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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이지

단일 타겟 위치 필드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필드는 보통 채널 뷰의 상단 왼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필드를 열려면 회색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끕니다.
설명
이 필드는 모두 활성 계층에 있는 현재 핑(가장
큰 원)과 이전의 3개 핑(작은 원)에 대해 탐지
된 단일 에코의 빔 내부에 있는 위치를 표시합니
다. 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은 현재
타겟 강도(TS) 값과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
자의 설정에서 결정됩니다.
팁

커서를 필드 내부에 두면 작은 노란색 라벨이 나타나 특정 정보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정의합니다.
이 필드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
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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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는 보통 채널 뷰의 하단 왼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필드를 열려면 회색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끕니다.
설명
히스토그램 플롯은 Echogram(에코그
램) 필드에서 탐지되는 단일 에코에
대한 타겟 강도(TS) 분포를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은 현재 타겟 강도(TS) 값
과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설
정에서 결정됩니다. 통계는 활성 계층
과 현재 계산 간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팁

커서를 필드 내부에 두면 작은 노란색
라벨이 나타나 특정 정보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
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정의합니다.
이 필드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
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
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페이지

수치 필드
Numerical(수치) 필드는 채널 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필드를 열려면 회색 테
두리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끕니다.
설명
Numerical(수치) 필드에는 현재 모드 및 작동을 위해 적용 가능한 모
든 다양한 파라미터를 포함한 목록이 제공됩니다. 다음 목록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Transducer(트랜스듀서): 활성 트랜스듀서에 대한 일반적인 사양
• Transceiver(트랜시버): 트랜시버를 위한 일반적인 사양
• Environment(환경)에는 활성 센서로부터의 현재 판독값과 선택한 빔에 대
한 소음 수치가 표시됩니다.
• Layers(계층): 활성 계층으로부터의 현재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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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 필드 내부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으
며, 이 대화 상자를 통해 Numerical(수치) 필드의 내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페이지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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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필드
Scope(스코프) 필드는 보통 Echogram(에코그램) 필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필드
를 열려면 회색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끕니다.
설명
Scope(스코프) 필드는 마지막 핑의 오실로스코프 시
각화 정보를 로그 스케일로 제공합니다. 이 프레젠
테이션은 Echogram(에코그램) 필드의 현재 설정에
상응합니다. 이 필드에서는 다양한 대칭적 가로 방
향 색상 선을 그립니다. 세로 방향 중심축에서의 거
리와 선의 색은 수신되는 에코 분산을 나타냅니다.
팁

커서를 필드 내부에 두면 작은 노란색 라벨이 나타나
특정 정보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Tooltip(도구 설
명) 대화 상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정의합니다.
커서 위치를 이 뷰 내에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용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에코그램 마커
ME70에서 제공하는 에코그램은 추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 마커 및 주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항목
• 해저면 선 137 페이지
• 백선 137 페이지
• 트롤 선 137 페이지
• 수직 표시 1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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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선

선 마커는 Active(활성) 메뉴의 Echogram(에코그
램)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합니다.

해저면 선을 추가하여 해저면 윤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저면 선은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며, 해저면 윤곽을 따라 이어집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에 수평 마커 추가 67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백선

선 마커는 Active(활성) 메뉴의 Echogram(에코그
램)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합니다.

흰색 선을 추가하여 해저면 윤곽을 향상시킬 수
도 있습니다.
이 흰색 선은 해저면 바로 밑에 추가되는 더 두꺼운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
으로 정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저면이 더 잘 보이도록 정보가 더 밑으
로 밀리는 것입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에 수평 마커 추가 67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트롤 선

선 마커는 Active(활성) 메뉴의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합니다.

연결만 되면 트롤 시스템(PI 및 ITI)이 주기적으로 ME70과 통신하여 헤드 로프의
깊이 및/또는 헤드 로프와 풋 로프 간 거리를 알려줍니다. 이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는 ME70 에코그램에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에 수평 마커 추가 67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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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표시

에코그램의 수직 표시는 Active(활성) 메뉴의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
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수직 표시는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없음

수직 마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b

핑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핑 신호 수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은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c

시간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시간(초)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은 수
직선이 그려집니다.
d

거리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해리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은 수
직선이 그려집니다.
e

주석

에코그램 뷰에 주석을 표시하려면 Text(문자) 또는 Line(선)을 선택합니다.
Line(선)을 선택하면 문자 주석 뒤에 수직선이 이어져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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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Simrad ME70의 보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버전 1.0.3 을 사용하는 보정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항목
• 보정에 관한 기본 정보 140 페이지
• 보정 절차 140 페이지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 보정 구체 특성 입력 146 페이지
• 보정 뷰 147 페이지
• 보정 보고서 154 페이지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관련 항목
• ME70 보정 준비 81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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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 관한 기본 정보
Simrad ME70에서 제공하고 과학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확도
를 유지하려면 보정이 필수입니다.
보정은 Simrad ME70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매우 효
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보정 중에는 타겟 강도가 알려진 기준 타겟을 사운드 빔 안으로 내리고 측정되는
타겟 강도를 알려진 타겟 강도와 비교합니다. ME70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보정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조사에 사용할 각 빔 모드는 따로 보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빔에 대해 측정된
타겟 강도(TS) 데이터와 기준 구체 값을 사용하여 게인 조정과 sA 교정을 위한
새로운 추정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팁

보정용 구체에 대한 이론적 타겟 강도 값은 기본 구체 파라미터와 기본 수중 음속
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보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정 현장에서의 실제 수중
음속을 기준으로 보정 구체에 대한 이론적 타겟 강도 값을 추정하고 보정용 구체
를 설명하는 XML 파일을 그에 맞춰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파라미터와 타겟 강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기준 구체를
선택하고 구체의 예상 깊이에 가까운 계층 한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TS Detection(TS 탐지) 대화 상자를 통해 단일 타겟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필

수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ME70 보정 준비 81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보정 절차
이 섹션에서는 관련 보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항목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관련 항목
• 보정할 선박의 닻 내리기 81 페이지
• 윈치 설치 및 구체 배치 82 페이지
• 기본 보정 절차 8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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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목적
이 절차는 단일 구체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항목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8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절차
1 시스템 가운데 빔에 기준 구체를 배치합니다.
2 Setup(설정) 메뉴에서 Beam Administration(빔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3
4
5
6
7
8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할 빔 구성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모드에서 Edit(편집)를 클릭하여 Beam configuration(빔 구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Calibration(보정) 탭을 엽니다.
보정이 Nominal performance(공칭 성능)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Fan of beams(빔 팬) 탭을 엽니다.
All beams to be split beams(모든 빔을 분할 빔으로)를 선택합니다.
팁

모든 빔이 이미 분할 빔으로 정의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9
10
11
12

모드를 활성화하고 핑 전송을 시작합니다.
구체가 ME70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보정 실습을 재생하려면 기록을 시작합니다.
Setup(설정) 메뉴의 Calibration(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 정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13 보 정 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File(파일) →Setup(설정)을 선택합니다.
14 정확한 구체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 수심이 포함되도록 수심
한계를 조정합니다.
15 보 정 프로그램 메뉴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16 빨간색 점이 구체의 새 탐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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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eam mode(빔 모드) 뷰 또는 Beam list(빔 목록) 뷰를 클릭하여 Selected
beam(선택된 빔) 뷰에 표시할 빔을 선택합니다.
18 TS Data(TS 데이터) 탭을 클릭하여 선택된 빔에서 탐지되는 타겟의 수치 데
이터를 확인합니다.
19 모든 빔이 포함되도록 횡방향 및 종방향으로 구체를 움직입니다.
중요

수심은 그대로 둡니다.
각 빔에 5~10개 이상의 히트(hit)가 있어야 합니다.
20 필요할 경우 바깥쪽 빔의 Setup(설정) 대화 상자에서 Target Depth Limits(타
겟 수심 한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빔에서 빔으로 이동할 때 구체로 인해 수심이 변할 경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a

보 정 프로그램 메뉴에서 Stop(정지)을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을 정지
합니다.

b

Setup(설정) 대화 상자에서 Target Depth Limits(타겟 수심 한계)를 조정

합니다.
c

보 정 프로그램 메뉴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21 모든 빔이 포함되면, 상단 메뉴의 Stop(정지)을 클릭하여 데이터 수집을
정지합니다.
22 필요할 경우 각 빔의 TS Data(TS 데이터) 탭을 클릭하여, 어류, 웨이트 또는 기
타 수중 반사장치로 야기되는 탐지를 중단합니다.
노트

이것은 결과 추정치와 통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23 데이터 품질이 양호할 때는 보 정 프로그램 메뉴에서 File(파일) →Save As(다
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하여 보정 계수를 모드로 저장합니다. 빔 구성에
새 보정 계수 세트가 선택됩니다.
• 지정한 이름과 설명을 통해 BeamConfiguration 대화 상자의 보정 탭에서
이 보정 데이터 세트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정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에 따라 현재 빔 모드가 변경될 수 있고, 세부
보고서가 담긴 파일(XML 및 PDF)이 생성됩니다.
• 세부 및 요약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선택된 빔 모
드의 보정 문서가 됩니다.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목적
이 절차는 시스템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주파수마다 크기
가 다른 구체를 사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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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각 구체마다 공칭 성능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
보정 프로그램에서 주파수가 선택된 구체에 포함되는 범위 안에 드는 빔의 히
트만 표시됩니다 .
관련 항목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절차
1

한 번에 한 구체를 사용하여 단일 구체 보정을 여러 번 실시합니다.

2

각 보정 결과를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3

ME70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4

다음 폴더에서 빔 모드 설명 파일을 찾습니다.
Windows 7
C: \ program files \ Simrad \ SMS \ ME70 \ BeamConfigurations

5

백업 폴더를 생성합니다.

6

현재 구성 파일을 백업 폴더로 복사합니다.

7

원본 빔 모드 구성 파일을 표준 ASCII 텍스트 편집기로 엽니다.

8

파일 끝부분에서 보정 결과가 표시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완료된 각 보정에서 다음이 포함된 부분이 표시됩니다.
• 저장할 때 선택한 이름
• 입력한 설명
• 빔 모드 각 빔의 GainCorrections가 있는 어레이
• 빔 모드 각 빔의 SaCorrections가 있는 어레이

9

여러 구체 보정에서 나온 결과를 복사/붙여넣기로 한 부분에 병합하거나, 병
합된 결과를 위한 새 부분을 생성합니다.
노트

구체에 포함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의 빔은 보정값이 0 이 됩니다 .
10 빔 모드의 빔 하위 세트에 대한 보정 값만 있는 부분을 파일에서 삭제합니다.
11 병합된 부분의 이름을 CalibrationNameSelected의 값으로 입력합니다.
12 ME70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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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tup(설정) 메뉴에서 Beam Administration(빔 관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
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

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14 방금 보정한 빔 모드를 선택합니다.
15 선택된 모드에서 Edit(편집)를 클릭하여 Beam configuration(빔 구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16 Calibration(보정) 탭을 열고, 병합한 보정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제 보정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목적
이 절차는 이전에 기록한 보정 세트를 뷰로 가져와 (필요할 경우) 타겟 강도 데이
터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 보정 파일을 불러와 선택된 히
트를 중지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조정하면 데이
터를 저장하고 관련 빔 모드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팁

다른 컴퓨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보정 데이터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 XML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복사하고, 편집하면 다시 ME70 프로세서 유닛
으로 복사됩니다. 다시 한 번 보 정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XML 파일을 열고, 실행
하고, 한 번 더 저장하여 빔 모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145 페이지
• 설정 156 페이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8 페이지
• XML 재생 159 페이지
절차
1 ME70 프로그램을 비활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2 Setup(설정) 메뉴의 Calibration(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3

File(파일)→ Replay XML(XML 재생)을 클릭하여 선택된 보정에서 XML 파일

4

을 선택합니다.
Setup(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범위 한계와 구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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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Start(시작)를 클릭하여 보정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파일이 로드되면 Stop(정지)을 클릭합니다.
TS Data(TS 데이터) 탭을 열어 각 빔의 무효 데이터를 중지합니다.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하여 편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새 PDF
파일을 생성한 후, 계수를 모드로 로드합니다.

개별 히트의 타겟 강도 데이터 중단
목적
이 절차는 오류가 명백한 타겟 강도 데이터 '히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데이터가 수집되면 수중의 다른 타겟의 '히트'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은 수주에 있는 어류 또는 물체이거나 단순히 소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히트는 보정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항목
•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1 페이지
•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절차 142 페이지
절차
1 모든 타겟 데이터 히트가 로드되면(라이브 보정 시 또는 재생 시) TS Data(TS
데이터) 탭 Numerical(수치) 뷰에서 각 히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범위 값을 확인합니다.
• 열 상단의 Range(범위)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정렬합니다.
• 범위가 예상 값을 초과하는 히트를 확인합니다.
3 TS 보상값을 확인합니다.
• 열 상단의 TS Comp(TS 보상)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정렬합니다.
• 타겟 강도가 나머지 값과 크게 다른 히트를 확인합니다.
4 시간 값을 확인합니다.
• 열 상단의 Time(시간)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정렬합니다.
• 보정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시간 범위 밖에서 기록된 히트를 확인합니다.
5 선택된 히트를 중단합니다.
a Numerical(수치) 뷰 하단의 Suspend(중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커서 형태가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c
중단할 히트를 한 번 클릭합니다.
팁

서로 인접한 여러 히트를 중단하려면 첫 번째 히트를 한 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 살 표 키를 이용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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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단을 취소하려면 동일 히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보정 구체 특성 입력
보정 시 사용된 기준 구체의 타겟 강도(TS)는 주파수에 따라 변합니다. 이 관계
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의 주파수 응답을 설명하는 파일 형식은
70~120kHz 범위에서 해상도가 1kHz인 TS 값의 어레이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타
겟 강도 값이 51이고 동일 주파수를 갖는 XML 파일입니다.
ME70에는 밝혀진 보정 구체의 정의 세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자체 구체를 사
용하려면 다음 내용이 담긴 XML 파일을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다음 폴더
에 추가해야 합니다.
\Program Files\Simrad\Scientific\SMS\CalibrationSpheres

XML 파 일 구 조
<TargetReference name="Sphere Name">
<SphereData>
<Frequency>70.0</Frequency>
<TargetStrength>-44.38</TargetStrength>
</SphereData>
<SphereData>
<Frequency>71.0</Frequency>
<TargetStrength>-44.51</TargetStrength>
</SphereData>
--<SphereData>
<Frequency>120.0</Frequency>
<TargetStrength>-44.95</TargetStrength>
</SphereData>
</Target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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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뷰
제공된 서로 다른 뷰에는 선택된 빔 모드의 보정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정보가 표
시됩니다. 최고 품질의 보정은 각 빔의 여러 타겟 강도 탐지에 좌우됩니다. 선택
된 빔 모드의 빔 레이아웃이 전용 뷰에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빔의 작은 원에 허
용되는 타겟 강도 탐지와 그 위치가 표시됩니다. 보정 시 구체 동작 이력이 표시
되며, 세부 타겟 강도 데이터와 결과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항목
• 보정 뷰 구성 147 페이지
• 선택된 빔 뷰 149 페이지
• 타겟 강도 보상 뷰 149 페이지
• 빔 목록 뷰 150 페이지
• 빔 모드 뷰 150 페이지
• 수치 뷰 - 소개 150 페이지
• 수치 뷰 - 일반 탭 151 페이지
• 수치 뷰 - 빔 데이터 탭 151 페이지
• 수치 뷰 - TS 데이터 탭 152 페이지
• 수치 뷰 - 결과 탭 153 페이지

보정 뷰 구성
보정 프로그램의 기본 대화상자에는 메뉴 시스템 1개와 뷰 4개가 있습니다. 뷰에
는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와 전용 타겟 강도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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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 상단: Selected Beam(선택된 빔) 및 Target Strength Compensation(타겟 강
도 보상) 뷰
• 오른쪽 상단: Beam List(빔 목록) 뷰
• 왼쪽 하단: Beam mode(빔 모드) 뷰
• 오른쪽 하단: Numerical(수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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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보정) 대화 상자의 다양한 뷰의 크기를 기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빔 뷰
왼쪽 상단 뷰는 현재 선택된 뷰
를 나타냅니다. 확인할 뷰를 선택
하려면 Beam Mode(빔 모드) 또는
Beam List(빔 목록) 뷰에 있는 빔 또
는 Numerical(수치) 뷰의 Result(결
과) 필드에서 해당 라인에 있는 빔
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빔 뷰

원은 빔 형태와 단방향 3dB 빔 보상
한계를 나타냅니다.
Selected Beam(선택된 빔) 뷰는 2개
의 필드로 구성됩니다.
1

왼쪽의 빨간색 원은 최종 타겟 강도 위치를 나타내며, 선택된 빔 안의 타겟
이동을 모니터링할 때 도움이 됩니다. 뷰 안에 커서를 놓으면 작은 라벨에
종방향 및 횡방향 각도가 표시됩니다.
이 필드의 크기는 최대 빔 보상(6dB)을 이 영역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2

오른쪽 필드에는 현재 핑에 해당하는 타겟의 수직 수심 위치가 표시됩니
다. 이것은 속이 찬 빨간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수평선은 타겟이 허용될 수 있는 계층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Setup(설정)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 위아래 공간이 있어 지정

된 수심 한계를 벗어날 때 타겟 동작을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커서 위치에서
수심을 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도구 설명이 있습니다.

타겟 강도 보상 뷰
이 뷰에는 선택된 빔에서 선택된 투
영도에 보상된 타겟 강도(TS)가 표
시됩니다.

타겟 강도 보상 뷰

수직 축은 범위가 6dB로 고정되
어 있으며, 중간 지점은 선택된 빔
의 전역 평균 TS로 결정됩니다. 도
구 설명에는 커서의 현재 위치에서
빔 보상 타겟 강도 값이 표시됩니다.
Selected Beam(선택된 빔) 뷰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투영도가 정의되고, 약 ¼
의 빔 너비 안에 있는 타겟 원에 파란색 링이 표시됩니다. 이 뷰는 기준 타겟 보
정을 실행하는 동안 빔에서 TS 떨림과 비대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10529/C

149

Simrad ME70

빔 목록 뷰
Beam List(빔 목록) 뷰에는 빔
모드에 있는 각 빔의 채널 식별
자가 표시됩니다.

빔 목록 뷰

빔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필요
한 빔 ID에 커서를 놓고, 마우
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러면 나머지 뷰가 변하며 선택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빔 모드 뷰
이 뷰에는 현재 빔 모드의 레
이아웃이 표시됩니다. X/Y
축 교차 지점은 원점을 나
타내며, 모든 빔은 이 점을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빔 모드 뷰

이 뷰에는 현재 선택된 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커서를 빔 위에 배치하여 새
빔을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뷰에는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후의 모든 타겟 강도 탐지 위치가 포함됩
니다. 최종 핑 탐지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며, 이전 탐지는 회색입니다. 뷰 상
단의 Beams Hit Ratio(빔 히트 비율) 프레젠테이션은 히트를 받은 빔 수를 총 빔
수와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수치 뷰 - 소개
Numerical(수치) 뷰는 정보를 제공하는 네 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수치 뷰 - 일반 탭 151 페이지
• 수치 뷰 - 빔 데이터 탭 151 페이지
• 수치 뷰 - TS 데이터 탭 152 페이지
• 수치 뷰 - 결과 탭 1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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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뷰 - 일반 탭
General(일반) 탭에는 시스템의 공통
데이터와 파라미터가 표시됩니다.

수치 뷰 - 일반 탭

• 보정: 시스템 정보
• 모든 빔에 공통되는 트랜시버 파
라미터
• 기준 타겟과 공통 수심 및 편차 한계
• 모든 빔에서 사용되는 타겟 강도 탐
지 파라미터

수치 뷰 - 빔 데이터 탭
각 빔에는 개별 파라미터 세트가 있습
니다. 이 탭에는 선택된 빔의 빔 데이
터 파라미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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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뷰 - TS 데이터 탭
각 빔에는 개별 타겟 강도 탐지 세트가 있습니다.
이 탭에는 선택된 빔의 타겟 강도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수치 뷰 - TS 데이터 탭

각 행은 다음 열로 구성됩니다.
• Number(번호): 타겟 강도 탐지의 연속 번호 지정
• Time(시간): 탐지의 핑 시간
• Depth(깊이): 타겟까지의 예상 수심(미터)
• TS Comp(TS 보상): 빔 보상이 있는 예상 타겟 강도(dB)
• TS UnComp: 빔 보상(dB)이 없는 예상 타겟 강도(dB)
• Along: 예상 종방향 각(도)
• Athwart: 예상 횡방향 각(도)
• sA: 타겟 펄스 통합 시 영역 후반 산란 강도(m2/nmi2)
열의 정보를 정렬하려면 열 상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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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강도 데이터를 꼼꼼하게 검사하여, 현재 타겟 기준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
는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편집할 때는 특히 수심 추
정치와 이상한 타겟 강도 값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가장 강하게 탐지되는 타겟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가장 약한 타겟은 파
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Select(선택) 모드에서 기본값입니다. 무효 타겟이 확인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의 Suspend(중단) 버튼을 클릭하여 Suspend(중단) 모드로 들어갑니
다. Suspend(중단) 모드에서 타겟을 클릭하여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모든 계
산에서 배제시킵니다 중단된 타겟은 데이터 세트에 남아 있으며, 한 번 더 클
릭하여 '중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팁

서로 인접한 여러 히트를 중단하려면 첫 번째 히트를 한 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 살 표 키를 이용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수치 뷰 - 결과 탭
이 탭에는 모든 빔의 결과가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수치 뷰 - 결과 탭

각 핑마다 이러한 파라미터가 계산됩니다.
각 행은 다음 열로 구성됩니다.
• Beam Name(빔 이름): 빔의 ID
• Target Hits(타겟 히트): 빔에 연결된 총 히트 수
• TS Sphere(TS 구체): 주어진 주파수에서 기준 빔의 타겟 강도 값(dB)
• TS Median(TS 중앙값): 모든 타겟 강도 값을 어레이로 정렬하고 이 어레이 가운
데의 타겟 강도 값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중앙 타겟 강도(dB)
• TS Average(TS 평균): 모든 타겟 강도 값(선형)을 합하고 히트 총 수로 나누어 계
산하는 평균 타겟 강도(dB)
• TS Std.Dev(TS 표준 편차): 빔용 타겟 강도 데이터의 표준 편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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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ain Nominal(공칭 게인): 미리 계산한 게인 추정치(dB)
Gain Adjust(게인 조정): 공칭 게인 추정치의 조정값(dB)
SA-Correction(SA-교정): (-1.59dB)용 공칭 SA 교정 해닝 펄스 형태
SA-Corr.Adjust: 공칭 SA 교정의 조정값(dB)

이 목록의 행을 클릭하면 현재 빔 선택이 변합니다.

보정 보고서
보정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 후 저장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생성됩니
다. 두 가지 보고서 형식이 있습니다.
• 요약
• 세부
두 보고서 형식 모두 PDF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메뉴 시스템이 작으며, 주요 보정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시작 및
정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
능과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항목
• 메뉴 시스템 154 페이지
• 설정 156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156 페이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8 페이지
• 보고서 표시 159 페이지
• XML 재생 159 페이지
• 나가기 159 페이지
• TS 히트 160 페이지
• 게인 조정 플롯 160 페이지
• 시작 / 정지 161 페이지
• 정보 161 페이지

메뉴 시스템
파일 메뉴

• 설정
Setup(설정) 대화 상자에서 보정과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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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156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빔 모드에서 모든

빔의 타겟 강도 구독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156 페이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보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8 페이지
• 보고서 표시
Show Reports(보고서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된 보정 보고서를 열

고 읽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표시 159 페이지
• XML 재 생
Replay XML(XML 재생)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저장한 보정 파일을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XML 재생 159 페이지
• 종료
이 옵션을 클릭하여 보 정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 나가기 159 페이지
뷰 메뉴

• TS 히 트
TS Hits(TS 히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Beam mode(빔 모드) 및 Selected beam(선

택된 빔) 뷰에 TS(타겟 강도) 히트가 배치됩니다.
– TS 히트 160 페이지
• 게인 조정 플롯
보정 후에 Gain Adjustment Plot(게인 조정 플롯) 기능을 사용하여 Beam mode(빔
모드) 뷰에 표시되는 계산된 게인 조정을 컬러 또는 흑백 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게인 조정 플롯 160 페이지
정지 메 뉴
시 작 /정
정지
• 시 작 /정

메뉴의 Start(시작) 및 Stop(정지) 옵션을 사용하여 타겟 강도 데이터 수집의
시작 및 정지 시점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 항목을 클릭하여 두 옵션 사이
를 전환합니다.
– 시작 / 정지 16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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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메뉴

• 정보
About(정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보 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보 161 페이지

설정
Setup(설정) 대화 상자는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Setup(설정)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Setup(설정) 대화 상자에서 보정과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타겟 기준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정 시 사용되는 타겟을 확인합니다.
• 이름
사전 정의된 타겟 목록에서 사용할 구체를 선택합니다.
• 최대 편차
기준 타겟 강도를 기준으로 타겟 강도의 최대 허용 편차 한계를 정의합니다.
2

타겟 수심 한계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타겟 강도 데이터 수집의 상한과 하한을 정의
합니다. 타겟 강도 데이터 수집의 상한과 하한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한계
를 벗어난 모든 탐지는 무시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단일 타겟 탐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Set TS-Detection(TS 탐지 설정)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빔 모드에서 모든 빔
의 타겟 강도 구독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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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Min. Threshold
최소 임계
(dB) (최
값 (dB))

단일 타겟에 대한 타겟 강도가 이 임계값을 넘어야만 인정됩니다.
2

최소 에 코 길 이 )
Min. Echo Length(최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에코 길이가 이 파라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3

최대 에 코 길 이 )
Max. Echo Length(최

단일 타겟 탐지를 위해서는 표준 에코 길이가 최대 에코 길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4

최대 위 상 편 차 )
Max. Phase Deviation(최

단일 타겟에서 나오는 에코 내 샘플의 평균 전기 위상 지터는 최대 위상 편차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위상 편차의 설정 단위는 위상 스
탭(128 위상 스텝 = 180 전기각)입니다. 권장 설정값은 정상 조건에서 2~3입
니다. 노이즈가 많은 조건에서 에코가 약할 때는 지터를 높여야 합니다(4~10).
5

최대 게 인 보 상 )
Max. Gain Compensation(최

트랜스듀서 게인 모델에서 반환되는 교정값이 최대 게인 보상 설정값을 초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방향 최대 게인 보상입니다. 양방향 최대 보
상은 12dB입니다). 선택한 게인 보상과 동일한 각도에서 벗어나는 단일 타
겟은 모두 건너뜁니다. 따라서 최대 게인 보상값을 낮게 선택하면 샘플
볼륨(빔 각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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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 에 코 간 격 )
Min. Echo Spacing(최

이 파라미터는 수용하는 데 필요한 두 단일 에코 사이의 최소 간격을 의미
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보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
모든 파라미터와 데이터
가 사전에 정의한 폴더인
CalibrationReports 로 저장됩
니다.
사용 중인 빔 모드로 게인
추정치와 sA 교정 조정값
이 기록됩니다. 이 대화 상
자에는 보정 이름과 의견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결과로 생기는 파일 이름에
는 확장자 *.Report.XML이 붙습니다.
표준 PDF 파일 형식으로 다음 두 가지 보정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 확장자가 *Detailed.pdf인 세부 보고서
• 확장자가 *Summary.pdf인 요약 보고서
파라미터
4개의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다.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를 먼저 사용하여 폴더
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빔 모드 업데이트와 보고서 생성을 제어합니다.
1

이름

보정 데이터의 선택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이름

보정 데이터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 XML 재생 1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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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표시
Show Reports(보고서 표시)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Show
Reports(보고서 표시)를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Show Reports(보고서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된 보정 보고서를 열
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설명
이 명령을 실행하면 적용 가능한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는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
자가 열립니다. 선택된 파일을 토대로 포맷된 요약 및 세부 정보 보고서가 자동으
로 생성되어 새 창 2개에 표시됩니다.
보고서는 인쇄할 수 있으며, 선택된 보정의 기본 문서 역할을 합니다.
파라미터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나가기
Exit(종료)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Exit(종료)를 클릭하

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이 옵션을 클릭하여 보 정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설명
File(파일) →Exit(종료)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보 정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다른 표준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닫힙니다.
Setup(설정) 메뉴의 Calibration(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 정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XML 재생
Replay XML(XML 재생)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Replay
XML(XML 재생)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Replay XML(XML 재생)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저장한 보정 파일을 열고 편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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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후에는 허위 탐지를 중단하는 대신 보정할 때 데이터 품질을 검사할 수 있
습니다.
보정을 완료한 후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하여 보정 결과를 저장할 때
보정 계수를 모드로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NO(아니오)를 클릭하십시오. 그
러면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여, 수정하고, 모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158 페이지

TS 히트
TS Hits(TS 히트)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TS Hits(TS 히트)

를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TS Hits(TS 히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Beam mode(빔 모드) 및 Selected beam(선택된

빔) 뷰에 TS(타겟 강도) 히트가 배치됩니다.
파라미터
이것은 '켜기/끄기 스위치'입니다.
관련 항목
• 선택된 빔 뷰 149 페이지
• 빔 모드 뷰 150 페이지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게인 조정 플롯
Gain Adjustment Plot(게인 조정 플롯)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메뉴의
Gain Adjustment Plot(게인 조정 플롯)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보정 후에 Gain Adjustment Plot(게인 조정 플롯) 기능을 사용하여 Beam mode(빔
모드) 뷰에 표시되는 계산된 게인 조정을 컬러 또는 흑백 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컬러

2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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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빔 모드 뷰 150 페이지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시작/정지
Start/Stop(시작/정지) 기능은 보 정 프로그램에서 Start(시작) 또는 Stop(정지)

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메뉴의 Start(시작) 및 Stop(정지) 옵션을 사용하여 타겟 강도 데이터 수집의 시작
및 정지 시점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 항목을 클릭하여 두 옵션 사이를 전환합니다.
관련 항목
• 보정 기능과 대화 상자 154 페이지

정보
About(정보) 대화 상자는 보 정 프로그램의 메뉴에서 Help(도움말)를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About(정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보 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보 정 프로그램의 각 소프트웨어 릴리스마다 고유한 식
별 표시가 있습니다. About(정보) 대화 상자에서 릴리

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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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스템

ME70에서 사용하는 메뉴 탐색 방식은 Simrad에서 개발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
이스 표준을 따르는 다른 Simrad 응용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주 메뉴는 기본적으로 화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주 메뉴 하단에 있는 전용 아이
콘을 사용하여 관련 하위 메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는
메뉴 선택 항목은 현재 작동 또는 작동 모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목
• 정보 메뉴와 버튼 163 페이지
• 버튼 유형 164 페이지
• 주 메뉴 165 페이지
• 작동 메뉴 166 페이지
• 디스플레이 메뉴 167 페이지
• 설정 메뉴 169 페이지
• 활성 메뉴 171 페이지
• 추가 메뉴 172 페이지
• 바로가기 메뉴 173 페이지
–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페이지
–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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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메뉴와 버튼
ME70의 작동 파라미터는 주 메뉴, 하위 메뉴 세트 및 여러 메뉴 버튼이 있는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일부 메뉴 버튼은 추가 선택 기능이 있는 대화 상
자 또는 하위 메뉴를 엽니다.
Main(주) 메뉴에는 정상 작동 시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주 메뉴 아래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A

Operation(작동) 메뉴는 기본 작동 파라미터를 제어합니다.

B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는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 같

은 시스템의 시각적 측면을 제어합니다.
C

Setup(설정) 메뉴는 신호 처리 구성, 시스템 설치와 유지보수 및 주변 장치
연결을 제어합니다.

D

Active(활성) 메뉴의 내용은 현재 활성 항목(뷰 또는 객체)와 연결되어 있습

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선택된 뷰 또는 객체에 사용 가능한 특수 기능에 액
세스합니다.
E

Extras(추가) 메뉴는 메뉴가 아닙니다. 이 메뉴에는 선택된 뷰의 수치 데이
터 목록이 있습니다.

팁

메뉴 버튼
제 목 표 시 줄 에서 Menu(메뉴) 버튼을 한 번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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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유형
각 메뉴에는 여러 개의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각 버튼마다 버튼 기능이 표시되
며, 이중 일부는 현재 파라미터 설정도 표시됩니다. 각 메뉴의 버튼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a

버튼의 [+] 및 [–] 필드를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b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커서를 옆으로 옮겨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마우스 또는 트랙볼의 스크롤 휠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

키보드에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있는 경우).

e

버튼 하위 메뉴에서 파라미터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

전용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 버 튼 으 로 수 치 파 라 미 터 를 선 택 하 는 방 법
1

커서를 버튼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옮겨, 배
경색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a

버튼 왼쪽을 클릭하면 수치 값이 감소합니다.

b

버튼 오른쪽을 클릭하면 수치 값이 증가합니다.

커서를 수평으로 움직여 수치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버튼 가운데에 커서를 둡니다.

2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3

커서를 수평으로 옮깁니다. 왼쪽으로 옮기면 값이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증가합니다.

4

필요한 값이 표시되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스크롤 휠로 수치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버튼 가운데에 커서를 둡니다.

2

스크롤 휠을 돌려 값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3

필요한 값이 표시되면 스크롤 휠을 놓습니다.

키보드로 수치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텍스트 필드를 엽
니다.

2

텍스트 필드에 수치 값을 입력합니다.
수치 값이 파라미터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텍
스트 필드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 경우 값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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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2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연 후,
필요한 명령, 옵션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값이 적용되고, 하위 메뉴가 자동으
로 닫힙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버튼 왼쪽과 오른쪽을
클릭하여 하위 메뉴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위
메뉴에 선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a 버튼 왼쪽을 클릭하여 '낮은' 하위 메뉴 선택을 선택합니다.
b 버튼 오른쪽을 클릭하여 '높은' 하위 메뉴 선택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로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
1

버튼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별도의 대화 상
자를 엽니다.

주 메뉴
Main(주)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설정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
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2

빔 모드 선택
Beam Mode Selection(빔 모드 선택) 기능을 사

용하여 사전 정의된 빔 모드 중 하나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3

범위
Range(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에 포

함되는 수주의 수직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선택된 시작 범위부터 현재 해저면 수심 아래 값까지 범위가 정의됩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은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에만 작용됩니다.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4

시작 범위
Start Range(시작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의 시작 수심, 즉 프레젠테

이션이 시작되는 수주 수심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
은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에 유형만 작용됩니다.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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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인
Gain(게인) 기능의 목적은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색 눈금 최소 임계값을

조정하여 디스플레이 게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하위 메뉴
Main(주) 메뉴의 버튼에는 하위 메뉴용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중 하나를 클

릭하여 필요한 하위 메뉴를 엽니다.
메뉴 버튼
제목 표시줄에서 Menu(메뉴) 버튼을 한 번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다시 표시됩니다.

작동 메뉴
Operation(작동)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

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작동
Operation(작동) 기능의 목적은 ME70의 작

동 모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Normal(정
상), Replay(재생) 또는 Inactive(비활성)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2

핑
Ping(핑) 기능의 목적은 ME70 수중 오디오 송

신(“핑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핑 기능 190 페이지
3

핑 모드

ME70 TX Mode(TX 모드)가 Active(액티브)로
설정된 경우에만 Ping Mode(핑 모드) 기능으로
ME70이 수중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빈도가 제어됩니다. Active(액티브) 모드
에서는 이 설정으로 ME70이 “수신“하는 빈도가 결정됩니다.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4

핑 간격
Ping Mode(핑 모드)가 Interval(간격)로 설정되어 있으면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 주기(밀리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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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Record(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정보를 기록하고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시 데이터 파일을 기록 가능한
다른 매체나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로 복사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6

TX 전 력
TX Power(TX 전력) 기능을 사용하여 송신 전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7

TX 모 드
TX Mode(TX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음향 송신용 송신 모드를 정의할 수 있

습니다.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8

빔 모드 보기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기능으로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파라미터 설정과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디스플레이 메뉴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

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색상표
Palette(색상표) 기능의 목적은 ME70 프레젠

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테마를 선택하는 것입
니다.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2

색상 수
No 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의 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3

에코 색
Ecogram Colours(에코그램 색상) 기능을 사용

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눈
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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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인 파워
Gain Power(게인 파워) 기능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의 색 강

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게인 파워 기능 200 페이지
5

확장
Expansion(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샘플 수가 픽셀 수 미만일 때 보상하여, 샘

플 값을 픽셀 값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6

빔 선택
Beam Selection(빔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뷰에 표시될 빔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빔 선택 기능 201 페이지
7

창 열기
Open Window(창 열기)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된 채널 뷰의 전용 창을 열 수 있

습니다.
→ 창 열기 기능 202 페이지
8

도구 설명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뷰에 표시할 도구 설명(커서 옆에 표
시되는 정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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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Setup(설정)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빔 모드 관리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

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드를 생성하고 삭
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
자에서 빔 모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2

보정
Calibration(보정) 버튼의 목적은 보 정 프로그

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3

BITE
BITE 버튼의 목적은 ME70의 성능을 확인하

는 테스트 및 진단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사
용하는 것입니다.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
이지
4

계산 간격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대화 상자를 통해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
용되는 시간, 핑 횟수, 에코그램 뷰 일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값을 추
가로 계산하고 타겟 강도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 계산 간격 대화 상자 214 페이지
5

선박 거리
Vessel Distance(선박 거리) 기능을 사용하여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선박 거리 기능 215 페이지
6

동기화
Synchronization(동기화) 대화 상자의 목적은 동기화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또

는 마스터나 슬레이브로 작동하도록 ME70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ME70이
동일 주파수 범위 안에서 다른 수중 음향 기기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통기화가 필요합니다.
→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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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션 보상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Normal(정상) 및

Replay(재생) 모드 모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션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상하동요, 롤 및 피치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8

끄기
TRU 켜 기 /끄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서 ME70 트랜시버 유닛을 시작, 정

지 및 재시작을 허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전원 켜기 시퀀스를 모니터
링할 수도 있습니다.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9

데이터 출력
Data Output(데이터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내보내기 및 저장과 관련

된 주요 파라미터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 기능 221 페이지
10 설 치
Installation(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ME70을 작동용으로 설정할 때 필요한 기

능과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작은 하위 메뉴를 엽니다.
→ 설치 기능 2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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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메뉴
Active(활성) 메뉴는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ME70 프레젠테이션의 뷰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선택된 뷰는 테두리가 두꺼워져 “활성“ 상태
임을 나타냅니다. 이후 Active(활성) 메뉴에서 활성 뷰에 관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
게 됩니다. 따라서 활 성 메뉴는 뷰와 표시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그림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만 목록에는 모든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Active(활성) 메뉴에 있는 메뉴 버튼은 현재 활성 상태에 따라 표시되거나 숨겨집니

다. 다음 그림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만 목록에는 모든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1

TVG
TVG(시간 가변 게인) 기능을 사용하여 지리
분포로 인한 수신 데이터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TVG 기능 227 페이지
2

해저면 탐지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의 목
적은 ME70 작동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수심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여 해저면 에코
에 관한 해저면 탐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이지
3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

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4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5

계층 삭제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

됩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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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코그램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7

수평축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평 디스플레

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평축 대화 상자 237 페이지
8

계층 속성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9

새 계층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10 단 일 타 겟 탐 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11

히스토그램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

그램) 뷰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페이지
핑 필터
12 핑 -핑
Ping-Ping Filter(핑-핑 필터)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불필요한 소음과

에코를 제거합니다.
→ PP( 핑 - 핑 ) 필터 기능 244 페이지
13 창 최 대 화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추가 메뉴
이 메뉴에는 선택된 뷰의 수치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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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어떤 뷰에든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열
립니다. 현재 뷰에 따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려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확인합니다. 적절한 옵션을 클
릭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나 프레젠테이션 뷰에 메뉴가 나타나면서 현재 뷰와 관련된 기능이 제공됩니다.
항목
•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페이지
•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페이지
•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페이지
•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페이지

수심 바로가기 메뉴
Depth(수심)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Depth(수심) 프레

젠테이션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Depth(수심)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해저면 탐지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의 목적은 ME70 작동 중에 이용할 가
능성이 수심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여 해저면 에코에 관한 해
저면 탐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이지

2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3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4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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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를 통
해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프레젠테이션
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ingle Target Position(단
일 타겟 위치)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단일 타겟 탐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2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3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4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5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
램) 프레젠테이션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프레젠테이션에
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히스토그램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

그램) 뷰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페이지
2

단일 타겟 탐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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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4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5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6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Echogram(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Echogram(에

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chogram(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에코그램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
코그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
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2

수평축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평 디스플레

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평축 대화 상자 2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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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에 대한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4

새 계층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5

계층 속성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6

계층 삭제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

됩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7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8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9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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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Colour Scale(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Colour

Scale(색 눈금) 프레젠테이션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
습니다. Colour Scale(색 눈금)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
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2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3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4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수치 바로가기 메뉴
Numerical(수치)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Numerical(수치)
프레젠테이션 및 현재 계층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Numerical(수치)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수치 뷰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는 Numerical(수

치) 뷰에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페이지
2

새 계층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3

계층 속성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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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층 삭제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

됩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5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6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7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Scope(스코프)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Scope(스코프) 프

레젠테이션 및 현재 계층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Scope(스코프)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1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2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3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Swath(스와스)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Swath(스와스) 프

레젠테이션 및 현재 계층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Swath(스와스)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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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2

뷰 숨기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3

창)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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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ME70에서 사용되는 각 기능과 대화 상자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
능하면 항상 시작하기 또는 작동 절차 장에 나와 있는 실무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ME70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 기능과 대화 상자에 대한 심층적 지식이 필요한 것
은 아닙니다. 이 장의 정보는 참조용일 뿐입니다.
항목
• 기능 및 대화 상자 목록 181 페이지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바로가기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86 페이지
• 보조 기능과 대화 상자 288 페이지
관련 절차
• 작동 절차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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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대화 상자 목록
대화 상자 정보 290 페이지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

확장 기능 201 페이지

이지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게인 기능 187 페이지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수평축 대화 상자 237 페이지

빔 선택 기능 201 페이지

설치 기능 222 페이지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279 페이지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
이지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
이지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
이지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
이지
PP( 핑 - 핑 ) 필터 기능 244 페이지

범위 기능 185 페이지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기록 기능 192 페이지
원격 대화 상자 270 페이지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
이지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이지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지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데이터 출력 기능 221 페이지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보정 기능 208 페이지
계산 간격 대화 상자 214 페이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페이지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
이지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지

창 열기 기능 202 페이지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
이지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작동 기능 189 페이지

TVG 기능 227 페이지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지

핑 기능 190 페이지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
자 310 페이지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선박 거리 기능 215 페이지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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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Main(주)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설정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
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페이지
2

빔 모드 선택
Beam Mode Selection(빔 모드 선택) 기능을 사

용하여 사전 정의된 빔 모드 중 하나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3

범위
Range(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에 포

함되는 수주의 수직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선택된 시작 범위부터 현재 해저면 수심 아래 값까지 범위가 정의됩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은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에만 작용됩니다.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4

시작 범위
Start Range(시작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의 시작 수심, 즉 프레젠테

이션이 시작되는 수주 수심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
은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에 유형만 작용됩니다.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5

게인
Gain(게인) 기능의 목적은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색 눈금 최소 임계값을
조정하여 디스플레이 게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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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를 열려면 Main(주) 메뉴에서 User Settings(사
용자 설정)를 클릭합니다.

목적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현재 사용자 설정(파라미터 선택)을 저

장하고, 출고 시 또는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유형의 탐사에 관한 ME70 설정 또는 개별 사용자 관
련 설정을 저장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에 모든 유형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 및 대화 상자를 사용해 입력한 모든 파
라미터는 구성 파일에 저장됩니다.
파라미터
1 출고 시 설정
이 설정은 Simrad에서 제공되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일반적인 용도
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므로 사용할 파라미터를 잘 모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팁

저장하지 않을 경우 기본 또는 저장된 설정이 적용되면 현재 모든 설정
이 소실됩니다.
2

저장된 설정

이 설정은 사용자 및 다른 ME70 사용자가 생성하여 저장한 설정입니다. 각
설정은 이름과 생성 시간 및 날짜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삭제
나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파일 설정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 크기로 제한됩니다.
사용자 설정을 검색하려면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한 후 OK 를 클릭합니다.
3

편집

이 버튼을 사용하여 저장된 설정 중 하나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설정 이름을 변경하려면 설정 이름을 클릭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이
름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전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출고 시 설정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삭제

이 버튼을 사용하여 저장된 설정 중 하나를 삭제합니다.
설정을 삭제하려면 설정 이름을 클릭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의 확
인을 묻는 전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출고 시 설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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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설정 저장

이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적용된 ME70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정을 저장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설정 이름을 기록할지를
묻는 전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Saved Settings(저장된 설정) 목록에만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빔 모드 선택 기능
Beam Mode Selection(빔 모드 선택) 기능은 Main(주) 메뉴의 Beam Mode Selection 버

튼(또는 버튼 필드)을 사용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Beam Mode Selection(빔 모드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빔 모드 중 하
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명
버튼 중앙에 현재 선택된 빔 모드가 표시되며, 버튼 4개(양쪽 2개, 숫자 1~4로 구
분)를 사용하여 정의되어 있는 상위 4개의 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빔 모드 전체 범위에서 선택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컨텍
스트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팁
Main(주) 메뉴 상단의 Beam Mode(빔 모드) 버튼에 있는 숫자 4개를 클릭하면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Beam Modes(빔 모드) 목록 상단에

열거된 빔 모드 4개가 선택됩니다. 이 목록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숫자 4개
로 선택할 모드를 제어하려면, 접두사 등을 사용하여 빔 모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노트

새 모드가 선택되면 프로그램이 현재 정상 작동을 종료하고 비활성 상태로 돌아
갑니다 . 이후 새 모드를 사용하려면 정상 작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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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범위 기능
Range(범위)를 변경하려면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를 클릭합니다.

목적
Range(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에 포함되는 수주의 수직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시작 범위부터 현재 해저면 수심 아래 값까지 범위가 정의됩
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은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에만 작용됩니다.
설명
범위 설정은 ME70이 에코를 탐지하는 '깊이', 즉
에코그램 '상단'과 '하단' 사이의 수직 거리를 정
의합니다. Range(범위) 설정은 '하단' 깊이를 지
정하고, Start Range(범위 시작) 설정은 '상단' 깊
이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범위는 현재 선택된 에코그램(테두리가 두꺼운 에코그램)에 적용됩니
다. 여러 에코그램 유형이 있으며, 이것은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새 범위 설정을 유형이 같은 현재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Apply to all(모
두에 적용)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또는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에서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범위

이 파라미터는 에코그램 뷰에서 표시되는 수심 범위를 제어합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수직 범위의 시작 수심은 항상 Start Range(시작 범
위) 수심 파라미터로 정의된 값이 됩니다. 에코그램 유형은 Echogram(에코
그램) 대화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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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유형이 동일한 현재 모든 에코그렘에 새 범위 설정을 적용할 때 이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

예 6 모두에 적용
범위 설정을 변경하고 해저면 에코그램을 선택한 경우에도 나머지 모
든 해저면 에코그램에 설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에코그램 유형에도 유
사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관련 항목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시작 범위 기능
Start Range(시작 범위)를 변경하려면 Main(주) 메뉴의 Start Range(시작 범위)를

클릭합니다.

목적
Start Range(시작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의 시작 수심, 즉 프레젠테이션

이 시작되는 수주 수심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표시된 값은 현재 선택
된 에코그램에 유형만 작용됩니다.
설명
이것은 ME70이 시작할 상한 수심입니다. 이 값
은 일반적으로 0미터이지만, 해수면 5미터 아래의
에코만 표시하도록 ME70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또는 Bottom range(해저

면 범위) 대화 상자에서도 이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시작 범위

이 파라미터는 에코그램의 시작 수심을 제어합니다.
2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유형이 동일한 현재 모든 에코그렘에 새 시작 범위 설정을 적용할 때 이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예 7 Apply to all( 모두에 적용 )
시작 범위 설정을 변경하고 해수면 에코그램을 선택한 경우에도 나
머지 모든 해수면 에코그램에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에
코그램 유형에도 유사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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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게인 기능
Gain(게인) 기능은 Main(주) 메뉴의 Gain(게인)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Gain(게인) 기능의 목적은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의 색 눈금 최소 임계값을 조정

하여 디스플레이 게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설명
Gain(게인) 기능은 디스플레이 게인을 제어합니다.
Gain(게인) 버튼으로 제어되는 값은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같습니다.
Gain(게인) 버튼으로 색 눈금을 변경하면 Minimum Level(최소 레벨)과 Maximum
Level(최대 레벨)이 같은 값으로 이동하고, 색 단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팁

이 Gain(게인) 기능을 TVG 기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파라미터
1

게인

스케일을 사용하여 게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유형이 동일한 현재 모든 에코그렘에 새 게인 설정을 적용할 때 이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

예 8 Apply to all( 모두에 적용 )
게인을 변경하고 해수면 에코그램을 선택한 경우에도 나머지 모든 해
수면 에코그램에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에코그램 유형
에도 유사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주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2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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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Operation(작동)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

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작동
Operation(작동) 기능의 목적은 ME70의 작

동 모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Normal(정
상), Replay(재생) 또는 Inactive(비활성)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2

핑
Ping(핑) 기능의 목적은 ME70 수중 오디오 송

신(“핑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핑 기능 190 페이지
3

핑 모드

ME70 TX Mode(TX 모드)가 Active(액티브)로
설정된 경우에만 Ping Mode(핑 모드) 기능으로
ME70이 수중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빈도가 제어됩니다. Active(액티브) 모드
에서는 이 설정으로 ME70이 “수신“하는 빈도가 결정됩니다.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4

핑 간격
Ping Mode(핑 모드)가 Interval(간격)로 설정되어 있으면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 주기(밀리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5

기록
Record(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정보를 기록하고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시 데이터 파일을 기록 가능한
다른 매체나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로 복사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6

TX 전 력
TX Power(TX 전력) 기능을 사용하여 송신 전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7

TX 모 드
TX Mode(TX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음향 송신용 송신 모드를 정의할 수 있

습니다.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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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빔 모드 보기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기능으로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파라미터 설정과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작동 기능
Operation(작동)을 제어하려면 Operation(작동) 메뉴의 Operation(작동)을 클릭

합니다.

목적
Operation(작동) 기능의 목적은 ME70의 작동 모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Normal(정상), Replay(재생) 또는 Inactive(비활성)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은 정상 작동 시 트랜스듀서에서 수신되는
에코 신호를 표시합니다. Operation(작동)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기록된 에코 신호를 재생하도
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ME70을 잠시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동 모드
를 Inactive(비활성)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시스템을 Replay(재생) 모드로 실행하려면 Replay File(재생 파일) 버튼을 클릭
하여 재생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1 비활성
이 옵션을 클릭하여 ME70 작동을 해제합니다. 송수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능으로 비활성화하면 ME70이 정지됩니다. 현재 에코그램이 화면에
서 사라집니다.
2 정상
이 옵션을 클릭하여 정상 작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팁

패시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송신은 꺼지지만 수신은 정상 작동) TX Mode(TX
모드)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Passive(패시브)를 선택합니다.
3

재생

이 옵션을 클릭하여 재생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록된 파일 중 재생할 파일을 선택하려면 Replay File(재생 파일) 버튼을 클릭
하여 Replay File 대화 상자를 엽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려면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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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기록 기능 192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핑 기능
Ping(핑)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Ping(핑)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Ping(핑) 기능의 목적은 ME70 수중 오디오 송신(“핑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설명
ME70의 오디오 송신('핑 전송')을 켜고 끌 수 있
습니다.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열
거나, 측면을 클릭하여 송신을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합니다. 버튼 오른쪽의 핑 기호를 사용하여 단
일 핑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핑 전송이 켜지면 Ping Mode(핑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ME70이 수중으로 음향을
보내는 빈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핑 속도“는 에코 사운더가 음향 에너지(“핑“)를 수중으로 전송하는 빈도를 제어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1 켜기
ME70이 '핑을 전송합니다'(수중으로 오디오 에너지를 보냅니다).
핑 모드는 Ping Mode(핑 모드) 및 Ping Interval(핑 간격) 파라미터로 제어됩니다.
Ping(핑)이 On으로 설정되었어도, 수중으로 에너지를 보내려면 Tx Mode(Tx
모드)도 Active(액티브)로 설정해야 합니다. TX Mode 가 Passive(패시브) 상태
이면 시스템이 수신만 실행합니다.

핑 모드가 Maximum( 최대 ) 또는 Interval( 간격 )로 설정된 경우에는 On을 선
택하여 송신이 활성화되고 Off를 선택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핑 모드를
Single Step( 단일 단계 )로 설정한 경우에는 1회 송신 후 버튼이 자동으로 Off
상태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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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끄기

ME70이 '핑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핑 모드 기능
Ping Mode(핑 모드)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Ping Mode(핑 모드) 버튼을 클

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ME70 TX Mode(TX 모드)가 Active(액티브)로 설정된 경우에만 Ping Mode(핑 모드)
기능으로 ME70이 수중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빈도가 제어됩니다. Active(액티브)
모드에서는 이 설정으로 ME70이 “수신“하는 빈도가 결정됩니다.
설명
이 기능을 사용하여 송신('핑 전송') 거동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Single Step(단일 단계)을 선택하면 Ping(핑) 버튼
의 핑 기호를 클릭하여 단일 핑을 전송할 수 있습
니다. Interval(간격)을 선택하면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을 사용하여 간격
을 정의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1

단일 단 계 )
Single step(단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단일 핑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핑을 전송하려면 Ping(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인터벌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선택한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시간 간격(밀리초)은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으로 선택합니다.
3

최대

이 옵션을 선택하면 ME70이 최대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현재 수심 범위, 선택된 빔 모드, 데이터 저장용으로 선택한
범위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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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관련 항목

핑 간격 기능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Ping Interval(핑 간격) 버튼

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Ping Mode(핑 모드)가 Interval(간격)로 설정되어 있으면 Ping Interval(핑 간격) 기능

을 사용하여 전송 주기(밀리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Ping Mode(핑 모드)가 Interval(간격)로 설정되면,

ME70이 몇 초 마다 한 번씩 송신합니다. 각 핑 사
이의 시간은 이 기능으로 제어합니다. 10ms 이상
의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간격 시간

각 송신('핑') 사이의 시간(밀리초)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 및 [–]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값을
입력합니다.
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핑 기능 190 페이지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기록 기능
Record(기록) 기능을 사용하려면 Operation(작동) 메뉴에서 Record(기록)를 클릭

합니다.

목적
Record(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정보를 기록하고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시 데이터 파일을 기록 가능한 다른 매체
나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로 복사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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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장 하드 디스크 또는 기록 가능한 다른 매체에
처리되지 않은 트랜스듀서 신호를 기록하도록
ME70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파일
은 향후 참조용으로 보관합니다.
Record(기록)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을 시작하고

정지하며, 현재 기록 중인 파일을 분할하고(너무
커질 경우), 파일 출력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 파라미터가
정의된 후에는 버튼의 빨간색 원을 클릭하면 기록이 시작되고, 왼쪽의 직사각
형을 클릭하면 정지합니다.
노트

원시 데이터 파일은 보통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 대량의 ME70 원시 데이
터를 기록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세
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 외부 저장 장치에 원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라미터
1

끄기
켜 기 /끄

버튼 메뉴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여 기록을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좀더 빨리 제어할 수 있도록 Record(기록) 버튼 오른쪽의 빨간색 원
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중지하려면 왼쪽 직사
각형을 클릭합니다.
2

분할

기록하는 도중에 일정 간격을 두고 이 명령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할 때
마다 현재 기록 중인 파일이 종료되고, 새 파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각 파일의 크기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출력

이 명령으로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 있는
파라미터로 데이터 기록을 제어합니다.
중요

원시 데이터의 기본 디렉터리입니다.
Windows 7: c:\programdata\\simrad\ME70\data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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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전력 기능
TX Power(TX 전력) 기능을 사용하려면 Operation(작동) 메뉴의 TX Power(TX

전력)를 클릭합니다.

목적
TX Power(TX 전력) 기능을 사용하여 송신 전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설명
TX Power(TX 전력)는 ME70이 각 핑마다 전송하

는 음향 전력량을 제어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ax(최대): 최대 출력 레벨
• -6dB: 음향 송신의 소스 레벨이 6dB 감소합니다.
• -12dB: 음향 송신의 소스 레벨이 12dB 감소합니다.
팁
TX Power(TX 전력) 기능에는 Off(끄기) 기능이 없습니다. 송신을 해제하려면
TX Mode(TX 모드)를 Passive(패시브)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1

TX 전 력

수중으로 전해지는 전력은 다양한 데시벨(dB) 값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TX 모드 기능 194 페이지

TX 모드 기능
TX Mode(TX 모드)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TX Mode(TX 모드) 버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TX Mode(TX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음향 송신용 송신 모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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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TX Mode(TX 모드) 기능은 필요할 때마다 ME70

송신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파라미터
1 패시브
ME70의 음향 에너지 수중 송신이 일시 중지됩니다.
• 단, 핑 전송이 설정된 경우에는(Ping이 On으로 설정됨) 시스템이 정상 작동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에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여 배경
소음을 탐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핑 전송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ff 로 설정됨) 시스템이 송수
신을 하지 않습니다.
2 액티브
ME70의 음향 에너지 수중 송신이 정의된 파라미터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 핑 전송이 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n 으로 설정됨)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수행합니다.
• 핑 전송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는(Ping 이 Off 로 설정됨) 시스템이 송수
신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빔 모드 보기 기능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기능은 Operation(작동) 메뉴의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기능으로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파라미터 설정과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기능으로 관찰 및 모니터링 전용 Beam Mode(빔 모

드) 대화 상자를 엽니다. 빔 모드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하려면 Setup(설정) 메뉴의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버튼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에 제공되는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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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 작동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8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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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

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색상표
Palette(색상표) 기능의 목적은 ME70 프레젠

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테마를 선택하는 것입
니다.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2

색상 수
No 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의 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3

에코 색
Ecogram Colours(에코그램 색상) 기능을 사용

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눈
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4

게인 파워
Gain Power(게인 파워) 기능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의 색 강

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게인 파워 기능 200 페이지
5

확장
Expansion(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샘플 수가 픽셀 수 미만일 때 보상하여, 샘

플 값을 픽셀 값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6

빔 선택
Beam Selection(빔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뷰에 표시될 빔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빔 선택 기능 201 페이지
7

창 열기
Open Window(창 열기)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된 채널 뷰의 전용 창을 열 수 있

습니다.
→ 창 열기 기능 20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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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구 설명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뷰에 표시할 도구 설명(커서 옆에 표

시되는 정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구 설명 대화 상자 203 페이지

색상표 기능
Palette(색상표)를 변경하려면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에서 Palette(색상표)를

클릭합니다.

목적
Palette(색상표) 기능의 목적은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 테마를 선

택하는 것입니다.
설명
Palette(색상표) 기능은 ME70 디스플레이 프레젠

테이션에 사용되는 색 구성표에 대한 옵션을 제
공합니다. 주변 조명 상태와 사용자의 선호 사항
에 적합한 배경색과 밝기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선택하는 사항은 ME70 성능에 아무런 영
향도 주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1

색상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y Black(주간 검은색)
• Bright Day(밝은 주간)
• Day Blue(주간 파란색)
• Day White(주간 흰색)
• Dusk(황혼)
• 야간(Night)
• Night Unfiltered(필터링되지 않은 야간)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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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수 기능
No of Colours(색상 수)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No of Colours(색상 수)

를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No 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

의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색상의 수
를 설정합니다(12색 또는 64색).
파라미터
1

16

16색 사용
2

64

64색 사용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에코 색 기능
Echo Colours(에코 색)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Echo Colours(에코 색)

를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Ecogram Colours(에코그램 색상) 기능을 사용하여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사
용할 색 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에코 색 선택은 No.of Colours(색상 수) 기능을 사
용하고 64색 사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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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색

소나 색(64색)

에코 사운더 색
(64색)

회색조(64색)

BI500(64색)

Echosounder colours(에코 사운더 색) 눈금은 표준 12색 눈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들 색 사이
에 색을 더 추가하여 색이 더 부드럽게 변하도록 했습니다.

파라미터
1 소나 색
2 매끄러운 에코사운드
3 회색조
4 BI500 컬 러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색상표 기능 198 페이지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게인 파워 기능
Gain Power(게인 파워)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Gain Power(게인 파

워) 버튼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Gain Power(게인 파워) 기능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의 색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설명
Gain Power(게인 파워) 기능으로 디스플레이 게인

을 제어합니다. 게인을 1dB 단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선택된 게인은 선택된 빔에만 자동
으로 적용되지만, Apply to all(모두에 적용) 확인란
을 사용하여 모든 빔에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게인 파워
0~200dB 사이의 값을 선택합니다.
모두 에 적 용 )
2 Apply to all(모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현재 설정을 모든 빔에 적용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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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기능
Expansion(확장)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Expansion(확장) 버튼을 클
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Expansion(확장) 기능을 사용하여 샘플 수가 픽셀 수 미만일 때 보상하여, 샘플 값

을 픽셀 값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해상도가 채워져야 할
샘플 수보다 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에
코를 확대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ME70이 기존 데
이터를 그 안에 삽입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매끄럽
게' 만들거나, 샘플 값을 빈 픽셀로 복사해야 할 경
우에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Expansion(확장) 설정은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에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내삽

픽셀 값이 두 샘플 값 사이에 내삽됩니다.
2

복사

1개의 샘플 값이 다수의 픽셀 값으로 복사됩니다.
3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모든 채널 창에 선택을 적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빔 선택 기능
Beam Selection(빔 선택)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Beam Selection(빔 선

택) 버튼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Beam Selection(빔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에코그램 뷰에 표시될 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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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반적으로, 여기서 선택한 빔은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5개 빔 중 가운데 빔이 됩니다. 예를 들
어, 빔 15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에 빔 13, 14, 15,
16, 17이 표시됩니다.
현재 빔 모드에 기준 빔('A' 및/또는 'B')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이 디스플레이 좌우 하
단 모서리에 생깁니다(스와스 뷰 양쪽). 이후 Beam Selection(빔 선택) 기능을 사용
하여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3개 빔의 가운데 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빔 선택

상단 가운데 뷰에 표시할 빔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뷰의 빔은 이에 따라 변
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창 열기 기능
Open Window(창 열기)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Open Window(창 열

기) 버튼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Open Window(창 열기)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된 채널 뷰의 전용 창을 열 수 있

습니다.
설명
Open Window(창 열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채널이 표시되는 작은 메뉴가 열
립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빔만 표시되
는 전용 창이 열립니다.
창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창 내부 뷰는 테두
리를 클릭한 후 클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X 를 클릭합니다.
여러 창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Sector View(섹터 뷰) 기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상 ME70 프레젠테이션이 억제되어 선택된 창의
빔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창 열기

제공된 목록에서 열 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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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도구 설명 대화 상자
Tooltip(도구 설명) 기능은 Display(디스플레이) 메뉴의 Tooltip(도구 설명) 버튼

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Tooltip(도구 설명)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뷰에 표시할 도구 설명(커서 옆에 표

시되는 정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도구 설명은 정보 제공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정보를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각 뷰마다 별도의 도구 설명 세트가 있으며,
각 도구 설명을 별도로 다룰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도구 설명

개별 확인란을 선택 또는 선택 취소하여 도구 설명을 설정합니다.
관련 항목
• 디스플레이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19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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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up(설정)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1

빔 모드 관리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

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드를 생성하고 삭
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
자에서 빔 모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2

보정
Calibration(보정) 버튼의 목적은 보 정 프로그

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3

BITE
BITE 버튼의 목적은 ME70의 성능을 확인하

는 테스트 및 진단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사
용하는 것입니다.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
이지
4

계산 간격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대화 상자를 통해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
용되는 시간, 핑 횟수, 에코그램 뷰 일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값을 추
가로 계산하고 타겟 강도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 계산 간격 대화 상자 214 페이지
5

선박 거리
Vessel Distance(선박 거리) 기능을 사용하여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선박 거리 기능 215 페이지
6

동기화
Synchronization(동기화) 대화 상자의 목적은 동기화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또

는 마스터나 슬레이브로 작동하도록 ME70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ME70이
동일 주파수 범위 안에서 다른 수중 음향 기기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통기화가 필요합니다.
→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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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션 보상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Normal(정상) 및

Replay(재생) 모드 모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션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상하동요, 롤 및 피치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8

끄기
TRU 켜 기 /끄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서 ME70 트랜시버 유닛을 시작, 정

지 및 재시작을 허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전원 켜기 시퀀스를 모니터
링할 수도 있습니다.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9

데이터 출력
Data Output(데이터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내보내기 및 저장과 관련

된 주요 파라미터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 기능 221 페이지
10 설 치
Installation(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ME70을 작동용으로 설정할 때 필요한 기

능과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작은 하위 메뉴를 엽니다.
→ 설치 기능 2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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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의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ME70 시스템용 빔 모드
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에서 빔 모드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빔 모드는 ME70 시스템의 음향 속성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빔 모드를 생성하
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드를 사용하여 특정 탐사 활동용으로 ME70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에서 빔 모드를 생성하고, 삭제
하고, 보고, 편집합니다. 해당할 경우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열어 모

드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정의된 빔 모드 목록이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를 열면 현재 선택된 모드가 강조표
시됩니다. Ok 버튼으로 대화 상자를 닫거나, Apply(적용) 버튼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 강조표시된 모드가 새로 선택된 모드가 됩니다.
각 빔 모드에는 모드 설명이 동반됩니다. 왼쪽에 있는 입력란에서 설명 문구를 입
력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노트

빔 모드 사양은 XML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파일 이름을 직접 변경하지 마
십시오 . ME70 이 파일을 로드할 때 문제가 야기됩니다 .
사전 정의된 빔 모드가 있어 이를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빔 모드
는 예시 및 테스트 모드로 간주해야 합니다.
• 기본값
이것은 기본 빔 모드입니다.
• 예 – 해저면 근처
이것은 해저면 근처에서 탐사하기 위한 예시 모드입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해
상도를 높이는 좁은 빔과 좀더 짧은 펄스 지속 시간, 빔 사이드 로브 레벨을 낮추
는 약간 더 넓은 빔, 범위에서 사이드 로브 레벨을 낮추는 더 높은 Fc 계수입니다.
• 예 – 장거리 범위
긴 범위 탐사용 예시 모드입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각 송신 그룹 내에서 송신
에너지를 높이는 더 긴 펄스 지속 시간과 더 적은 빔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하
부로 제한되어 흡수 손실을 줄입니다.
• 예 – 얕은 물
얕은 물 탐사용 예시 모드입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TX 불감 지대를 줄이는 더
적은 빔과 더 짧은 펄스 지속 시간과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더 넓은 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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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중단거리 범위
중단거리 범위 탐사용 예시 모드입니다.
• 예 – 넓은 스와스
넓은 스와스를 생성하는 예시 모드입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적용 범위를 넓히
는 음향 팬 내 더 많은 빔과 V를 반전시키는 주파수 분배 세트입니다. 저주
파 빔은 반복 메인 로브를 생성하지 않고 고주파 빔보다 많이 조향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테스트 – 예 1
빔 1개를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주로 BITE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송신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요소의 균일 가중치를 제공합니다.
• 테스트 – 예 2
7x7도 빔 1개를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시스템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 테 스 트 – SAT Config 1
빔이 7개인 팬을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시스템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 테 스 트 – SAT Config 2
빔이 17개인 팬을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입니다. 시스템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1

빔 모드

이 텍스트 필드에는 현재 빔 모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삭제 또
는 편집하려면 이름을 클릭하여 모드를 선택한 후 Edit(편집) 또는 Delete(삭
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시 및 테스트용으로 사전 정의된 모드 세트가 제공됩니다.
팁
Main(주) 메뉴 상단의 Beam Mode(빔 모드) 버튼에 있는 숫자 4개를 클릭하
면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Beam Modes(빔 모드)

목록 상단에 열거된 빔 모드 4개가 선택됩니다. 이 목록은 알파벳 순으
로 정렬됩니다. 숫자 4개로 선택할 모드를 제어하려면, 접두사 등을 사용
하여 빔 모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2

모드 설명

이 텍스트 필드에는 Beam Modes(빔 모드) 텍스트 필드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빔 모드의 텍스트 설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편집할 수 있
도록 열려 있으며, 모든 설명 정보를 자유롭게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편집

이 버튼으로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열어 빔 모드의 현재 작동 파라
미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모드를 편집할 때 변경 사항이 구성과 함께 저장된 보정 데이터와 호
환되는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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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이 버튼을 클릭하여 강조 표시된 모드를 삭제합니다.
모드를 삭제할 때 정말로 삭제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삭제할 모
드가 보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한 번 더 표시됩니다.
5

새로 만들기

이 버튼으로 새 빔 모드를 생성합니다. 새 빔 모드 이름을 입력하는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새 빔 모드는 기본 구성으로 생성되므로 Edit(편집) 버튼을 사용하여 이
러한 파라미터를 편집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보정 기능
보 정 프로그램은 Setup(설정) 메뉴에서 엽니다.

목적
Calibration(보정) 버튼의 목적은 보 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명
조사에 사용할 각 빔 모드는 따로 보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빔에 대해 측정된
타겟 강도(TS) 데이터와 기준 구체 값을 사용하여 게인 조정과 sA 교정을 위한
새로운 추정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Calibration(보정) 버튼으로 이 용도의 전용 보 정 프로그램을 엽니다.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ME70 보정 1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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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에 관한 기본 정보 140 페이지
• 보정 절차 140 페이지

BITE(내장 테스트 장비)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BITE 버튼을 클릭하면 BITE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BITE 버튼의 목적은 ME70의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 및 진단 프로그램을 시

작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명
BITE 대화 상자에는 탭이 2개 있습니다.

• B 스캔
B-Scan(B 스캔) 탭을 사용하여 멀티빔 시스템의 800 요소 각각에서 나오는 시

계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시작 샘플과 샘플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매트릭스
이 탭을 사용하여 800개 시스템 요소 각각에서 나오는 평균 신호 값 또는 신호
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어레이에서 요소의 위치에 해당
하는 40 x 20 매트릭스로 프레젠테이션이 제공됩니다.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B 스캔 탭 209 페이지
• 매트릭스 탭 211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B 스캔 탭
B-Scan(B 스캔) 탭을 사용하여 멀티빔 시스템의 800 요소 각각에서 나오는 시

계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시작 샘플과 샘플 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ME70 트랜시버 채널의 B-Scan(B 스캔) 프레젠테이션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트
랜스듀서의 각 요소가 길다란 컬러 수직 직사각형으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커서
를 직사각형 위에 두면 작은 노란색의 작은 도구 설명에 주요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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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듀서 요소
• TRX32 트랜시버 보드
• 현재 조사 중인 샘플
• 측정한 에코 값(dB)
파라미터
1 모드
BITE 시스템의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모드가 제공됩니다.
• None/freeze(없음/정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정지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 Element amplitude(요소 진폭): 이 옵션을 클릭하여 BITE 테스트를 시작
합니다.
2 시작 샘플
이 설정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시작할 샘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수직선에 단일 트랜스듀서 요소로 측정한 신호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
어, 샘플 0은 핑이 시작될 때 측정되며, 샘플 1000은 몇 미터 밖에 위치합
니다. Start sample(시작 샘플)과 Sample range(샘플 범위)를 사용하여 대화
상자에 표시할 범위를 선택합니다.
3 샘플 범위
이 설정을 사용하여 테스트에 포함시킬 샘플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간축 방법
일반적으로 샘플 범위가 선택되어 대화 상자에 일부 측정은 표시할 공간
이 없습니다.
샘플 수를 줄여야 할 때는 간축 방법 Single( 단일), Average( 평균) 또는 Peak( 피
크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ingle 간축 방법은 첫 번째 샘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 Average 간축 방법은 샘플의 평균 값을 표시합니다.
• Peak 간축 방법은 가장 강한 샘플 값을 표시합니다.
5 눈금
프레젠테이션 창에서 눈금을 선택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Automatic(자동): 프레젠테이션 창에 눈금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할 경우
에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 Manual(수동): 눈금을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 옵
션을 선택하면 사용할 상한과 하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 Scale(눈금): 프레젠테이션에 로그 또는 선형 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garithmic scale( 로그 눈금 )은 주로 전체 동적 범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Linear scale( 선형 눈금 )은 최대 값에 가까운 차이를 향상시킵니다.
• Colour scale(색 눈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 수를 선택합니다.
6

샘플 픽셀 크기

각 개별 픽셀의 너비와 높이를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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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형 눈 금
로 그 /선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아래에 있는 상부 정보 텍스트 선은 현재 색 눈금
을 지정합니다. 사용되는 색상은 가장 약한 것부터(dB) 가장 강한 것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파라미터 부분에서 Manual(수동) 색 눈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값과 동일
한 값이 표시됩니다.
8

최대 비 영 값
최 소 /최

수신된 각 샘플마다 에코를 나타내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비영
(non-zero)“ 값입니다.
하부 텍스트 정보 선은 수신되는 가장 강한 에코(dB)와 가장 약한 에코를 지정
합니다. 파라미터 부분에서 Automatic(자동) 색 눈금을 선택한 경우 상부 텍스
트 선의 Logarithmic scale(로그 눈금)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값이 표시됩니다.
9

비영 / 영

'비영'과 '영' 샘플의 수는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아래의 두 번째 텍스트 선에
서 지정합니다.
“비영“ 샘플은 에코가 포함되는 샘플입니다. “영“ 샘플에는 에코가 없으며,
“dead“ 수신기 채널입니다.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B 스캔 탭 209 페이지
• 매트릭스 탭 211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매트릭스 탭

이 탭을 사용하여 800개 시스템 요소 각각에서 나오는 평균 신호 값 또는 신호 위
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어레이에서 요소의 위치에 해당하
는 40 x 20 매트릭스로 프레젠테이션이 제공됩니다.

이 화면 캡처는 실험실에서 트랜시버 출력에서 더미 로드를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
다. 송신 펄스는 표시되지 않으며, 에코든 수신기 입력에서 소음으로 표시됩니다.
그림은 가중 송신 상황을 보여줍니다. 균일 송신에서는 이상적 상황이 단색 그림
으로 표시됩니다. 채널 사이의 차이 때문에 채널이 달라집니다. 자동 눈금에서는
가장 약한 채널에 검은색이 할당되고, 가장 강한 채널에는 빨간색이 할당됩니다.
눈금에 주의하여 이러한 그림을 해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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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 트랜시버 채널의 Matrix(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트랜스듀서의 각 요소가 직사각형으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20개 행이 있으며 각 행마다 40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커서를 직사각형 중 하나 위에 두면 작은 노란색의 작은 도구 설명에 주요 정
보가 표시됩니다.
• 트랜스듀서 요소
• TRX32 트랜시버 보드
• 측정한 에코 값(dB)
이 기능은 트랜스듀서에 있는 요소 뿐만 아니라 트랜시버에 있는 개별 트랜시버
채널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매트릭스 뷰에서 검은색 요소가 32개인 직사각형은 단일 트랜시버 보드 이
상을 나타냅니다. 도구 설명에 문제가 있는 보드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
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TRX32 보드 8개 또는 9개의 연속 이상은 파워 서플라이 문제를 나타냅니다.
BITE 뷰의 신호 값이 약한 것은 아날로그 앰프의 +6Vdc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것은 디지털 전압의 +12Vdc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5Vdc 파
워 서플라이의 이상은 송신 테스트에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모드

BITE 시스템의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됩니다.
• None/freeze(없음/정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정지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 Element amplitude(요소 진폭): 이 옵션을 클릭하여 BITE 테스트를 시작
합니다.
• Element phase(요소 위상): 이 옵션을 클릭하면 요소 위상을 확인하는 테
스트가 시작됩니다.
2

평균화 시작

이 설정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에 넣을 첫 번째 샘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평균화 범위

이 설정을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할 샘플 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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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금

프레젠테이션 창에서 눈금을 선택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Automatic(자동): 프레젠테이션 창에 눈금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할 경우
에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 Manual(수동): 눈금을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 옵
션을 선택하면 사용할 상한과 하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 Scale(눈금): 프레젠테이션에 로그 또는 선형 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garithmic scale( 로그 눈금 )은 주로 전체 동적 범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Linear scale( 선형 눈금 )은 최대 값에 가까운 차이를 향상시킵니다.
• Colour scale(색 눈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색상 수를 선택합니다.
5

요소 크기 픽셀

각 개별 픽셀의 너비와 높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6

제너레이터

이 테스트를 실행할 때 내장된 신호 제너레이터가 사용됩니다. 이 제너레이
터로 사용할 진폭과 주파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트랜
스듀서에서 측정한 신호와 함께 테스트 신호를 생성합니다.
7

송신 펄스

Voltage( 전압 ) 또는 Current( 전류 )를 선택합니다. 전압은 항상 수신 시에 측정
됩니다. 그러나 송신 시 전압 측정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
템은 송신 시에 전류를 측정합니다.
8

선형 눈 금
로 그 /선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아래에 있는 상부 정보 텍스트 선은 현재 색 눈금
을 지정합니다. 사용되는 색상은 가장 약한 것부터(dB) 가장 강한 것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파라미터 부분에서 Manual(수동) 색 눈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값과 동일
한 값이 표시됩니다.
9

최대 비 영 값
최 소 /최

수신된 각 샘플마다 에코를 나타내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비영
(non-zero)“ 값입니다.
가운데 텍스트 정보 선은 수신되는 가장 강한 에코(dB)와 가장 약한 에코
를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부분에서 Automatic(자동) 색 눈금을 선택한 경우
상부 텍스트 선의 Logarithmic scale(로그 눈금)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값
이 표시됩니다.
10 비 영 / 영
'비영'과 '영' 샘플의 수는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아래의 가운데 텍스트 선에
서 지정합니다.
“비영“ 샘플은 에코가 포함되는 샘플입니다. “영“ 샘플에는 에코가 없으며,
“dead“ 수신기 채널입니다.
11

평균 신호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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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아래에서 맨 아래쪽 텍스트 선에는 모든 샘플로 계산
한 평균 신호 레벨이 표시됩니다.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B 스캔 탭 209 페이지
• 매트릭스 탭 211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계산 간격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버튼을 클릭하면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대화 상자를 통해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

는 시간, 핑 횟수, 에코그램 뷰 일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값을 추가로 계산
하고 타겟 강도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설명
시스템에서 여러 파라미터는 설정된 간격 동안 한 번만 계산됩니다.
Calculation Interval(계산 간격) 기능을 사용하여 이런 계산에서 사용되는 소스 데

이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범위 중에, 정의된 핑 횟수로부
터 또는 현재 에코그램 뷰의 일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계산 간격이 시작될 때마다 에코그램 뷰에는 수직선이 표시됩니다.
파라미터
1

거리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항해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Interval(간격) 상자에서 거리 간격을 선택합니다. Units(단위) 상자에서 거리

단위(해리 또는 미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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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Interval(간격) 상자에서 시간 간격을 선택합니다. Units(단위) 상자에서 시간
단위(초, 분 또는 시간)를 선택합니다.

최대 200분까지의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 3,000회의 핑으
로 제한됩니다.
3

핑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주어진 핑이 수행될 때마다 계산을 수행합니다.
Interval(간격) 상자에서 핑 간격을 선택합니다. 최대 1,000회의 핑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선박 거리 기능
선 박 거 리 프로그램은 Setup(설정) 메뉴의 Vessel Distance(선박 거리) 버튼을 클
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Vessel Distance(선박 거리) 기능을 사용하여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 파라미터는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표시합니
다. 정보는 VLW 텔레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거리
센서에서 검색합니다. 또는 정보 값을 처음에 수
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항해 거리 값이 선박이 이동한만큼 자동
으로 증가합니다.
이 값을 0으로 재설정하려면 버튼 가운데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그런 다음 현재 값을 0으로 바꿉니다.
파라미터
1

선박 거리

항해 거리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거리를 0으로 재설정합니다.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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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대화 상자
Synchronization(동기화)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의 Synchronization(동기화) 버
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Synchronization(동기화) 대화 상자의 목적은 동기화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또는 마

스터나 슬레이브로 작동하도록 ME70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ME70이 동일 주
파수 범위 안에서 다른 수중 음향 기기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통기화가 필요합니다.
설명
둘 이상의 수중 음향 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된 경우에는 항상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시스템을 공통 동기화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음향 시스
템 중 하나를 “마스터“로 지정하여 다른 시스템의 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ME70에는 원격 송신 동기화용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외부 동기
화 또는 다른 수중 음향 시스템에 따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모드에서 작동
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간 섭 은 두 파가 서로 중첩되어 진폭이 더 크거나 작은 결과 파를
생성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섭은 동일한 소스에서 생성되었
거나 주파수가 (거의) 동일하여 서로 상관 또는 간섭 관계를 가지는 파들
의 상호 작용을 일컫습니다.
— Wikipedia 2011 년

파라미터
1

동기화 모드

사용할 수 있는 동기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

수중 음향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해야만 둘 이상의 시스템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없음
이 동기화 모드는 ME70이 단독으로 작동할 경우에 사용되며, 동기화는 필
요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ME70은 동기화 포트에 도달하는
신호와 상관없이 내부 핑 간격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 마스터
ME70이 동기화 시스템에서 마스터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이 모드를 사용
합니다. ME70으로 활성화된 경우에만 주변 수중 음향 시스템 전송이 허용
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ME70이 내부 핑 간격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작
동하고, 동기화 포트에서 주변 시스템으로 외부 트리거 신호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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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브
ME70이 주변 시스템에서 허용할 때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경우에 이 모
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ME70이 각 핑 동작 전에 선택된 동
기화 포트에 외부 트리거가 표시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2

동기화 지연

이 지연 파라미터는 선택한 동기화 모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 Stand-alone(독립형): 사용 안 됨
• Slave(슬레이브): ME70은 외부 트리거가 도착한 이후 지연 시간 동안 대기
했다가 핑을 송신합니다. (사후 트리거)
• Master(마스터): ME70은 외부 트리거가 슬레이브로 송신된 이후 지연 시
간 동안 대기했다가 핑을 송신합니다. (사전 트리거)
이 지연은 동기화가 직렬 포트를 사용하여 설정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3

동기화 포트

이 포트는 현재 동기화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
스 포트입니다.
동기화 포트는 다른 곳에서 정의되므로 이것은 읽기 전용입니다.
관련 항목
• 동기화 시스템에서 ME70 설정 99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모션 보상 대화 상자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에서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버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Normal(정상) 및 Replay(재

생) 모드 모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션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하동요,
롤 및 피치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모션 센서의 입력은 ME70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또는 부
정확한) 센서는 과학 데이터를 쓸모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끔씩 모션 센서의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
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될 때는 입
력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모션 센서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ME70은 센서 정보가 소실될 경우 '핑 전송'을
정지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려면 Motion Compensation(모션 보상) 대화 상자를 사
용하여 입력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모션 데이터 입력 없이도 '핑 전송'이 가
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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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선박 상하동요 보상

이 대화 상자를 클릭하여 상하동요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2

선박 롤 보상

이 대화 상자를 클릭하여 롤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선박 피치 보상

이 대화 상자를 클릭하여 롤 보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핑을 보상할 때 사용되는 모션 값

이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모션 센서에서 제공하는 값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속도 변경 94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내부 지연 변경 96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의 TRU On/Off(TRU
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하여 엽니다.

목적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서 ME70 트랜시버 유닛을 시작, 정지

및 재시작을 허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전원 켜기 시퀀스를 모니터링할 수
도 있습니다.
설명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서 전원 켜기/끄기 시퀀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 표시줄과 직사각형 '
램프'는 ME70 시스템을 켜거나 끌 때 사용됩니다.

전개 과정의 다양한 단계는 사각형 녹색 '램프'로 표시되는 반면 상단 오른쪽 모서
리의 원형 '램프'는 트랜시버 유닛이 곧 시작(녹색) 또는 중단(빨간색)됨을 알려주
는 표시기입니다. 파란색 진행 막대는 전체 과정을 나타내고, ME70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이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ME70을 시작하는 데 걸린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dvanced(고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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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은 트랜시버 유닛의 회로 기판이 오작동하더라도 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ME70은 시동 절차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짧은 메시지가 진행
막대 위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System ready for ping, but with reduced number of TRX32.

ME70이 시동한 후에는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를 Setup(설정) 메뉴
의 TRU On/Off(TRU 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하여 열 수 있습니다.
트랜시버 유닛 작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Restart(재시작)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TRU On/Off(TRU 켜기/끄기) 대화 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뷰와 보조 대화 상자

가 있습니다.
1

정상 뷰
Normal(정상) 뷰의 목적은 기본 켜기/끄기 작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TRU On/Off(TRU 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할 때 표시되는

기본 뷰입니다.
2

고급 뷰
Advanced(고급) 뷰의 목적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확장 기능에서
디버그 및 오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관련 항목
• 전원 재작동으로 ME70 재시작 103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정상 뷰 219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고급 뷰 220 페이지
•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이지
끄기 - 정 상 뷰
TRU 켜 기 /끄

목적
Normal(정상) 뷰의 목적은 기본 켜기/끄기 작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TRU On/Off(TRU 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할 때 표시되는 기본 뷰입니다.

설명
대화 상자에 있는 시각 표시기는 다음 순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트랜시버 유닛을 끄면 하단 상단 모서리에 있는 '램프'가 검은색이 되고 텍스
트 TRU OFF 가 표시됩니다.

2

Start(시작) 또는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램프가 초록색으로 깜박이
고, 텍스트 Starting 이 표시됩니다.

3

시작 시퀀스가 진행되면 램프 아래의 직사각형 필드가 초록색으로 채워
집니다.

4

시작 시퀀스가 완료되면 램프는 초록색을 유지하고 텍스트 TRU ON 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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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오류가 발생하면 램프가 빨간색이 되고 그 위에 X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시스템 정지 시에는 램프가 깜박이며 텍스트 Stopping 이 표시됩니다.

진행률 표시줄과 시스템이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초)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파라미터
1 시작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원이 켜지고 트랜시버 유닛이 시동됩니다. 시퀀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버튼 아래의 수평 진행률 표시줄을 통해 시각적인
피드백을 바로 제공합니다.
2 재시작
이 버튼을 클릭하면 트랜시버 유닛이 다시 시작합니다(전원이 꺼졌다가 시
작합니다). 시퀀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버튼 아래의 수평 진행률 표시
줄을 통해 시각적인 피드백을 바로 제공합니다.
3 작동 정지
이 버튼을 클릭하면 트랜시버 유닛이 정지합니다. 시퀀스가 자동으로 실
행됩니다. 버튼 아래의 수평 진행률 표시줄을 통해 시각적인 피드백을 바
로 제공합니다.
4 고급
이 버튼을 클릭하면 고급 정보가 표시됩니다.
관련 항목
• 전원 재작동으로 ME70 재시작 103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정상 뷰 219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고급 뷰 220 페이지
•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이지
끄기 - 고 급 뷰
TRU 켜 기 /끄

목적
Advanced(고급) 뷰의 목적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확장 기능에서 디
버그 및 오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설명
이 뷰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디버깅 활동을 위한 것입
니다. Debug(디버그) 텍스트 필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전원 켜기/끄기 시
퀀스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1 Transceivers...(트랜시버...)(트랜시버)
이 버튼을 클릭하여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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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amFormer OFF(빔포머 끄기)(빔포머 끄기)

이 버튼을 클릭하여 빔포머 애플리케이션을 끕니다. 이 버튼으로 빔포머 컴
퓨터(TRC0-5)에 액세스하여 빔포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3

TRU 전 원 끄 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송신기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고, 트랜시버 서브랙
전원을 끕니다.
4

항상 상단에 고정

이 대화 상자 버튼을 항상 맨 위에 배치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5

디버그

이 텍스트 필드에는 트랜시버 유닛 및 파워 서플라이 컨트롤러와 주고받
는 텔레그램이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디버그 정보를 위한 기본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원 켜기/끄기 시퀀스를 모니터링할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

ME70 문서에는 텍스트 필드에 열거된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6

오류

이 텍스트 필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오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항목
• 전원 재작동으로 ME70 재시작 103 페이지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대화 상자 218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정상 뷰 219 페이지
• TRU 켜기 / 끄기 - 고급 뷰 220 페이지
•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이지

데이터 출력 기능
Data Output(데이터 출력) 기능은 Setup(설정) 메뉴의 Data Output(데이터 출력) 버

튼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Data Output(데이터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내보내기 및 저장과 관련된 주

요 파라미터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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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Data Output(데이터 출력) 하위 메뉴의 버튼 3개

로 다음 대화 상자를 엽니다.
1

파일 출력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는 데이터 파
일에 저장하려는 출력과 데이터 파일을 저장
할 디스크 디렉터리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이더넷 출력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의 목적은 이더넷 포트에서 EK500 데

이터그램 출력을 위한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3

수심 출력
Depth Output(수심 출력) 대화 상자는 지정된 형식에서 전용 통신 포트로
ME70로부터 수심 데이터의 출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설정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04 페이지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설치 기능
Installation(설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Setup(설정) 메뉴의 Installation(설치)을 클릭

합니다.

목적
Installation(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ME70을 작동용으로 설정할 때 필요한 기능과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작은 하위 메뉴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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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비게이션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를 통해

ME70이 내비게이션 및 자이로 컴퍼스 시스
템과 같은 외부 주변 장치에서 정보를 수신
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2

환경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는 환경 파라미

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는
모두 ME70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범위, 전파
손실, 확산 손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음속도 데이터의
소스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파일을 볼 수 있
습니다.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3

트롤
Trawl(트롤) 대화 상자를 통해 트롤과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

습니다. 트롤 정보는 에코그램에서 상부 및 하부 트롤 라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에 대한 원시 데이터 기록이 활성화되면 수신된 모든
속도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됩니다.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4

모션 센서
Motion Sensor(모션 센서) 대화 상자는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어떤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5

동기화 포트

이 대화 상자에서 외부 동기화 전선을 연결할 RS-232 포트를 선택합니다.
→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6

음속 포트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대화 상자에서 음속 센서의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할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7

원격
Remoting(원격) 대화 상자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서 ME70을 제어하고 ME70
에서 외부 시스템으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ME70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화 상자 2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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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O 설 정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사용 가능한

각 통신 채널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9

도구 오프셋
Instrument Offsets(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좌표계를 기준

으로 트랜스듀서 어레이, GPS 안테나 및 모션 레퍼런스 유닛 센서의 물리적
위치를 입력합니다.
→ 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279 페이지
10 트 랜 시 버 선 택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트랜시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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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Active(활성) 메뉴는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ME70 프레젠테이션의 뷰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선택된 뷰는 테두리가 두꺼워져 “활성“ 상태
임을 나타냅니다. 이후 Active(활성) 메뉴에서 활성 뷰에 관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
게 됩니다. 따라서 활 성 메뉴는 뷰와 표시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그림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만 목록에는 모든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Active(활성) 메뉴를 열려면 Main(주) 메뉴 아래의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메뉴가 닫힙니다.
Active(활성) 메뉴에 있는 메뉴 버튼은 현재 활성 상태에 따라 표시되거나 숨겨집니

다. 다음 그림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만 목록에는 모든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1

TVG
TVG(시간 가변 게인) 기능을 사용하여 지리
분포로 인한 수신 데이터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TVG 기능 227 페이지
2

해저면 탐지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의 목
적은 ME70 작동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수심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여 해저면 에코
에 관한 해저면 탐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이지
3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

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4

창 구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5

계층 삭제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

됩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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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코그램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7

수평축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평 디스플레

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평축 대화 상자 237 페이지
8

계층 속성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9

새 계층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10 단 일 타 겟 탐 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11

히스토그램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

그램) 뷰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페이지
핑 필터
12 핑 -핑
Ping-Ping Filter(핑-핑 필터)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불필요한 소음과

에코를 제거합니다.
→ PP( 핑 - 핑 ) 필터 기능 244 페이지
13 창 최 대 화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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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G 기능
TVG 기능은 Active(활성) 메뉴의 TVG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TVG(시간 가변 게인) 기능을 사용하여 지리 분포로 인한 수신 데이터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설명
TVG는 Time Varied Gain의 약어로서 시간 가변 게
인을 말합니다.
TVG의 개념은 어류에서 오는 에코는 수심과 상
관없이 수준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ME70의 TVG 범위는 15,000미터 아래까지 이르며,
이는 모든 실용적 용도에서 무제한 범위입니다. ME70은 대부분의 에코 사운
드와 같은 TVG 보상 수신기가 없습니다. ME70의 TVG는 수신기에서 오는 에
코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후에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됩니다. 이 작업을 위
해서는 수신기의 동적 범위가 매우 넓어야 합니다.
시간 가변 게인(TVG) 기능은 수중 타겟에서 반사되는 음파의 전파 감쇠를 보상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수주 전체에서 에코 프레젠테이션을 균등화하여,
크기가 같은 타겟이 범위나 수심과 상관없이 동일 강도로 표시됩니다.
TVG 버튼으로 선택한 항목은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Type(유형) 탭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TVG(시간 가변 게인)는 신호 앰프의 게인을 제어합니다. 이 게인은 핑 직후에 가

장 약하고 시간에 따라(그리고 범위에 따라) 증가합니다.
[x] Log R 등식에서 상수 [x] 는 TVG 곡선을 이룹니다.

파라미터
1

TVG

a

Pr (No TVG): 전력

b

Sv (20 log TVG): 체적 후방 산란 강도

c

Sp (40 log TVG): 지점 후방 산란 강도

d

TS (40 log TVG): 타겟 강도. 신호 목표로 인정되는 신호만 표시됩니다.
이 값은 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

Sp & TS (40 log TVG): 타겟 강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지점 후방 산란 강도.

노트
TS (40 log TVG) 및 Sp & TS (40 log TVG) 값은 Active( 활성 ) 메뉴에서 TVG 버튼
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 설정은 Echogram( 에코그램 ) 대

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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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현재 ME70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대화상자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선택 68 페이지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에코그램 - 유형 탭 233 페이지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목적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의 목적은 ME70 작동 중에 이용할 가능
성이 수심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여 해저면 에코에 관한 해
저면 탐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

자에서는 최소 및 최대 수심을 따로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값은 ME70이
핑 신호를 보낼 때 수심에 대한 “해저
면 고정 범위“를 가져오는 데 사용됩
니다. 수심이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에
서도 사운더가 정확한 수심을 찾아 작
업 중에도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이 고
정 범위가 필요합니다.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
은 해저면 에코에서 수심이 탐지되는
곳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
터입니다.

파라미터
1

최소 수 심 )
Minimum Depth(최

해저면 탐지기가 이 수심에서 해저면 에코 탐색을 시작합니다. 수심 값을 너
무 크게 선택하면 탐지기가 얕은 물에서는 오작동하게 되고, 반대로 수심 값
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송신 펄스의 꼬리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Minimum Depth(최소 수심)는 슬라이더를 위아래로 드래그하거나 스핀 박스
를 통해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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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수 심 )
Maximum Depth(최

해저 지표면 신호가 사라질 때마다 최대 수심까지 연장되어 해저면 에코를
탐색합니다. 수심 값은 가장 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보다 약간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저 지표면 신호가 사라질 때마다 핑 신호
간격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심 값을 0으로 또는 최소 수심
보다 작게 설정하면 해저면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트

최대 수심을 최소 수심 이하의 값으로 설정하면 해저면 탐지 알고리즘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ME70 이 해저면을 전혀 탐지하지 못
하고 , 수심은 0.00m 로 표시됩니다 .

3

Maximum Depth(최대 수심)는 슬라이더를 위아래로 드래그하거나 스핀 박스
를 통해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해저면 백스텝)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해저

(CD010217-003)

면 백스텝)은 해저면 펄스 신호에서 수심이
탐지되는 곳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파
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더라도
ME70의 해저면 탐지 및 추적 기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a 해저면 펄스의 최대값
b 기본 해저면 백스텝 레벨
c 넙치 어종 탐지에 적합한 해저면 백스
d

-30 dB
-50 dB
-70 dB

텝 레벨
해초 탐지에 적합한 해저면 백스텝 레벨

해저면 펄스는 기본적으로 펄스 최대값(A) 바로 앞에서 해저면 수심을 가
리킵니다. 하지만 실제 해저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진
흙층 아래 암초 해저면에서 펄스가 생성되는 경우 실제 수심은 약간 더 얕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ME70은 펄스 최대값에 이르기 몇 밀리초 전에 수
심을 판독하도록 기본 설정됩니다. 이는 해저면 백스텝 레벨을 기본값인
-50 dB(B)로 설정하면 가능합니다.
실제 해저면은 절대 해저면 펄스 최대값(A)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최대값 직
전에 나타납니다.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해저면 백스텝) 파라
미터를 변경하면 해저면이 탐지되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넙치 어
종을 어획하거나 해초를 수확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현재 ME70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5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모든 빔에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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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눈금 대화 상자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Colour Scale(색 눈금)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단, 이 버튼은 색 눈금을 선택했을 때, 혹은 Colour Scale(색 눈금), Echogram(에
코그램), Swath(스와스),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그 밖에 동일한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목적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

는 것입니다.
설명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의 총 수는 Colour Scale(색 눈금) 기능에서 구분한 최소 레벨
과 최대 레벨 사이로 지정됩니다. 최대 레벨을 상회하는 값은 '최대 레벨' 컬러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반면 그 밑의 값은 배경 컬러로 표시됩니다.
Colour Scale(색 눈금) 뷰에서 대화 상자를 연 경우에는 해당 Echogram(에코그
램) 또는 Swath(스와스) 뷰에 표시되도록 선택한 음향 변수에 따라 TVG 기능이
결정됩니다. 이는 색 눈금 뷰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색 매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화 상자를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 및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뷰에서 열었을 때는 색 눈금 뷰에 40Log TVG
기능을 위한 색 매핑이 나타납니다. 이 TVG 기능은 항상 단일 타겟에 대한 타
겟 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TVG 기능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없음
• 20Log
• 40Log
노트

여기서 선택하는 사항은 ME70 성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
노트

이 대화 상자와 Echo Colours( 에코 색 ) 대화 상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
파라미터
1

최소 레 벨 ) / Max. level(최
최대 레 벨 )
Min. level(최

스핀 박스 또는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레벨을 설정합니다. 최대 또는 최소 레
벨을 변경하면 색 스텝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TVG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색 눈금 대화 상자는 게인 전력 파라미터를 설
정하는 반면 마지막에서는 각각 20Log와 40Log 게인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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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 스텝

이 설정은 각 색의 적용 범위(dB)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색 스텝을 변경
하면 최대 레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색 스텝은 항상 12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선택한 설정을 모든 뷰에 적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관련 항목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페이지
• 색 눈금 필드 131 페이지
• 색상 수 기능 199 페이지
• 에코 색 기능 199 페이지
• 게인 기능 187 페이지
• 게인 파워 기능 200 페이지

창 구성 대화 상자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Configure Window(창
구성)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목적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설명
확인란을 사용하여 창
에서 뷰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뷰를 숨긴다
고 해서 비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숨
겨진 상태에서도 뷰의 모
든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필드 130 페
이지
• 색 눈금 필드 131 페
이지
• 수심 필드 132 페이지
•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페이지
•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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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스코프 필드 136 페이지

계층 삭제 기능
Delete Layer(계층 삭제)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Delete Layer(계층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및 Numerical(수치)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목적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됩

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설명
활성화 상태의 계층은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Numerical(수치) 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삭제할 계층을 클릭합니다. 레
이어의 텍스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Numerical(수치) 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를 엽
니다. 메뉴에서 Delete Layer(계층 삭제)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에코그램 대화 상자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Echogram(에코그램)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
습니다.
목적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

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232

410529/C

기능과 대화 상자

설명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는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모든 선택

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소스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이 3개 있습니다.
1

유형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Type(유형) 탭은 후방 산란 파라미터를 선

택했을 때 Echogram(에코그램) 뷰에 표시되는 에코그램 유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선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Lines(선) 탭에서는 수평/수직선을 조절하여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저면 선을 추가할 수도 있
고, 백선을 활성화하여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트롤 선도 있
으며, 에코그램의 수직 눈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nes(선) 탭
에서는 시간이나 거리 마커를 비롯해 주석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픽셀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Pixels(픽셀) 대화 상자는 샘플 데이터의 픽

셀 데이터 변환 방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에코그램 - 유형 탭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Type(유형) 탭은 후방 산란 파라미터를 선택했을

때 Echogram(에코그램) 뷰에 표시되는 에코그램 유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팁

후방 산란 파라미터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Backscatter(후방 산란) 기능을 사
용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1

기준면

이 파라미터에서는 범위 기준면을 지정합니다. Echogram(에코그램) 뷰에
서 모든 범위는 에코 사운더에서 탐지하는 해수면 또는 해저면 수심을 기
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심 범위는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및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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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방 산 란 )
Backscatter(후

이 파라미터에서는 Echogram(에코그램) 뷰에 표시할 음향 후방 산란 데
이터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a Pr (No TVG): 전력
b Sv (20 log TVG): 체적 후방 산란 강도
c Sp (40 log TVG): 지점 후방 산란 강도
d TS (40 log TVG): 타겟 강도. 신호 목표로 인정되는 신호만 표시됩니다.
이 값은 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 Sp & TS (40 log TVG): 타겟 강도 데이터와 중복되는 지점 후방 산란 강도.
노트
TS (40 log TVG) 및 Sp & TS (40 log TVG) 값은 Active( 활성 ) 메뉴에서 TVG 버튼
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 설정은 Echogram( 에코그램 ) 대

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에코그램 - 선 탭

목적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Lines(선) 탭에서는 수평/수직선을 조절하여 에

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저면 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 백선
을 활성화하여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트롤 선도 있으며, 에코
그램의 수직 눈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nes(선) 탭에서는 시간이
나 거리 마커를 비롯해 주석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평 해 저 면 )
1 Horizontal Bottom(수
해저면 선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백선이나 해저면
경도 정보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저 면 선 활 성 화 /비
비활 성 화 )
a On/Off (Bottom lines) (해
해저면 선을 활성화할 경우 탐지된 해저면 수심이 에코그램에 얇은 선으
로 표시됩니다. 이 선은 현재 전경 색상으로 그려집니다.
b 백선
현재 배경색으로 줄무늬가 탐지된 해저면 수심 아래 그려집니다.
수평 트 롤 )
2 Horizontal Trawl(수
이 필드에서는 에코그램의 트롤 선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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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롤

연결만 되면 트롤 시스템(PI 및 ITI)이 주기적으로 ME70과 통신하여 헤
드 로프의 깊이 및/또는 헤드 로프와 풋 로프 간 거리를 알려줍니다.
트롤 파라미터는 Trawl(트롤) 대화 상자에서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트롤 전개를 측정하지 않는 트롤 센서 시스템
에 사용되거나 측정된 헤드 로프와 풋 로프 간 거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Simrad PI 또는 ITI 시스템을 연결하면 관련 센서의 깊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는 ME70 에코그램에 수평선으
로 그려집니다.
PI 및 ITI 시스템 통신에 사용할 인터페이스 포트 설정은 (I/O 설정)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트롤 에코그램은 트롤 위치 정보가 있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눈금

이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면 에코그램 내부에 현재 전경 색(주간에는 검은색,
야간에는 흰색)으로 등거리의 수평 눈금 선이 그려집니다.
최대 50개의 눈금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금 선의 수를 0으로 설정하면 눈금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4

수직 표 시 )
Vertical Ticks(수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에코그램에 수직 마커가 표시됩니다.
a 없음
수직 마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b 핑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핑 신호 수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은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c
시간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시간(초)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
은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d 거리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정한 해리에 이를 때마다 에코그램 상부에 짧
은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e
주석
에코그램 뷰에 주석을 표시하려면 Text(문자) 또는 Line(선)을 선택합니다.
Line(선)을 선택하면 문자 주석 뒤에 수직선이 이어져 가시성을 높여
줍니다.
항목
• 에코그램 - 유형 탭 233 페이지
• 에코그램 - 선 탭 234 페이지
• 에코그램 - 픽셀 탭 236 페이지

410529/C

235

Simrad ME70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에코그램 - 픽셀 탭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의 Pixels(픽셀) 대화 상자는 샘플 데이터의 픽셀 데

이터 변환 방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핑 신호는 각각 일정 수의 데이터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샘플 수는 현
재 수심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샘플 수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
직 픽셀 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샘플은 압축 또는
확장을 통해 가용 픽셀 수에 맞춰야 합니다. 다른 에코 사운더에서 이 기능은 자
동으로 처리되므로 직접 프로세스를 제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미터
1

요약

이 옵션은 샘플 수가 픽셀 수보다 높아서 다수의 샘플을 1개의 픽셀로 압축해
야 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Mean(평균값): 샘플 수의 평균값을 픽셀 값으로 사용합니다.
• Peak(최대값): 샘플 수의 최대값을 픽셀 값으로 사용합니다.
2

확장

이 옵션은 샘플 수가 픽셀 수보다 낮아서 샘플 값을 픽셀 값으로 확장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Interpolation(내삽): 픽셀 값이 두 샘플 값 사이에 내삽됩니다.
• Copy(복사): 1개의 샘플 값이 다수의 픽셀 값으로 복사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확장 기능 201 페이지
• TVG 기능 22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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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대화 상자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Horizontal Axis(수평축)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열 수 있
습니다.
목적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평 디스플레

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Horizontal Axis(수평

축) 대화 상자에서
는 에코그램의 수
평 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이
동하는 에코그램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파라미터
1

수평축

수평 속도는 다음 4가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에코그램의 수평 눈금은 항해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제공되는 스
핀 박스에서는 해상도와 단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에코그램의 수평 눈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제공되는 스핀 박
스에서는 해상도와 단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핑
에코그램의 수평 스케일은 송신된 핑 신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제공되는 스핀 박스에서는 해상도와 단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View
Size(뷰 크기) 확인란을 체크하면 수평 픽셀의 수에 따라 수평 핑 신호의 수
가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픽셀당 핑 신호 1개).
2

라 벨)
Label(라

이 파라미터에서는 에코그램 하단 왼쪽 모서리에 있는 정보 라벨을 선택합
니다. 이 라벨은 축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현재 ME70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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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계층 속성 대화 상자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Layer Properties(계

층 속성)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목적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

됩니다.

설명
레이어는 수주의 특정 범위에서 다양한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된 값
은 Numerical(수치) 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
치) 뷰와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뷰에 표시되는 단일 타겟
은 모두 하나의 계층 내에서 탐지됩니다.
Numerical(수치) 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
여 바로가기 메뉴를 엽니다. 메뉴에서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를 클릭하여 대
화 상자를 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파라미터
1

제한 )
Limits(제

a

상대 해 수 면 의 시 작 수 심 )
Start Relative Surface(상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계층 유형에 따라 해수면 수심과 비교하여 계층의
상부 경계면 수심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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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대 해 저 면 의 시 작 수 심 )
Start Relative Bottom(상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계층 유형에 따라 탐지된 해저면 수심과 비교하여
계층의 상부 경계면 수심을 조정합니다.
c

범위

이 파라미터는 계층의 수직 수심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때 양의 값은 항
상 하향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 해저면의 시작 범위
가 -10m라면 해저면 위 10m 지점을 의미합니다.
2

유형

a

해수면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이 계층에 지정한
범위 하한선보다 작으면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됩
니다. 해저면이 탐지되지 않은 핑 신호는 계산에서 무시합니다.
b

표층 )
Pelagic(표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는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되지 않습니다.
c

해저면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저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는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됩니다.
3

통합도

a

타겟 통 합 도 )
Targets Integration(타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단일 타겟 탐지를 기준으로 통합도 값을 계산합니
다. 정상적인 통합도(sA)와 비교했을 때 이 값은 단일 타겟으로 탐지되는
바이오매스 양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마진 )
Margin(마

해수면 마진과 해저면 마진은 해수면과 해저면 유형의 통합도 값을 계
산할 때 사용됩니다.
c

Sv threshold(Sv 임 계 값 )

계층의 통합도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하한 임계값입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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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층 대화 상자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New Layer(새 계층) 버튼
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Echogram(에코그램) 및 Numerical(수치)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목적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

됩니다.

설명
레이어는 수주의 특정 범위에서 다양한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된 값
은 Numerical(수치) 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
치) 뷰와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뷰에 표시되는 단일 타겟
은 모두 하나의 계층 내에서 탐지됩니다.
수
새 계층을 생성하려면 Echogram(에코그램) →New Layer(새 계층) 또는 Numerical(수
치 ) →New Layer(새 계층)를 클릭합니다.

파라미터
1

제한 )
Limits(제

a

상 대 해 수 면 의 시 작 수 심)
Start Relative Surface(상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계층 유형에 따라 해수면 수심과 비교하여 계층의
상부 경계면 수심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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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대 해 저 면 의 시 작 수 심 )
Start Relative Bottom(상

이 파라미터는 선택한 계층 유형에 따라 탐지된 해저면 수심과 비교하여
계층의 상부 경계면 수심을 조정합니다.
c

범위

이 파라미터는 계층의 수직 수심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때 양의 값은 항
상 하향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 해저면의 시작 범위
가 -10m라면 해저면 위 10m 지점을 의미합니다.
2

유형

a

해수 면 )
Surface(해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이 계층에 지정한
범위 하한선보다 작으면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됩
니다. 해저면이 탐지되지 않은 핑 신호는 계산에서 무시합니다.
b

표층 )
Pelagic(표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는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되지 않습니다.
c

해저면

계층의 범위 설정은 해저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는 탐지된 해저면
수심에 따라 계층이 하향 제한됩니다.
3

통합도

a

타겟 통 합 도 )
Targets Integration(타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단일 타겟 탐지를 기준으로 통합도 값을 계산합니
다. 정상적인 통합도(sA)와 비교했을 때 이 값은 단일 타겟으로 탐지되는
바이오매스 양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마진 )
Margin(마

해수면 마진과 해저면 마진은 해수면과 해저면 유형의 통합도 값을 계
산할 때 사용됩니다.
c

Sv threshold(Sv 임 계 값 )

계층의 통합도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하한 임계값입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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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Single Target Position(단일 타겟 위치)이나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
겟 히스토그램) 뷰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열 수도 있습니다.
목적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
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개별 물고기를 연구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파
라미터가 있습니다.
단일 타겟을 정확히
탐지하려면 파라미
터를 어종 특성에 맞
게 지정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1

Min. Threshold
최소 임 계
(dB) (최
값 (dB))

단일 타겟에 대한 타겟 강도가 이 임계값을 넘어야만 인정됩니다.
2

최소 에 코 길 이 )
Min. Echo Length(최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에코 길이가 이 파라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3

최대 에 코 길 이 )
Max. Echo Length(최

단일 타겟 탐지를 위해서는 표준 에코 길이가 최대 에코 길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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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위 상 편 차 )
Max. Phase Deviation(최

단일 타겟에서 나오는 에코 내 샘플의 평균 전기 위상 지터는 최대 위상 편차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위상 편차의 설정 단위는 위상 스
탭(128 위상 스텝 = 180 전기각)입니다. 권장 설정값은 정상 조건에서 2~3입
니다. 노이즈가 많은 조건에서 에코가 약할 때는 지터를 높여야 합니다(4~10).
5

최대 게 인 보 상 )
Max. Gain Compensation(최

트랜스듀서 게인 모델에서 반환되는 교정값이 최대 게인 보상 설정값을 초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방향 최대 게인 보상입니다. 양방향 최대 보
상은 12dB입니다). 선택한 게인 보상과 동일한 각도에서 벗어나는 단일 타
겟은 모두 건너뜁니다. 따라서 최대 게인 보상값을 낮게 선택하면 샘플
볼륨(빔 각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최 소 에 코 간 격)
Min. Echo Spacing(최

이 파라미터는 수용하는 데 필요한 두 단일 에코 사이의 최소 간격을 의미
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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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Active(활성) 메뉴에서 Histogram(히스토그램)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 밖에 Histogram(히스토그램) 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 수 있습니다.
목적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그

램) 뷰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
스토그램)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를 엽니다.
메뉴에서 Histogram(히
스토그램)을 클릭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파라미터
1

최대 비 율 )
Max. Percentage(최

스핀 박스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 화면의 비율 축 최대값을 지정합니다.
2

분해 능 )
Resolution(분

히스토그램에서 각 열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PP(핑-핑) 필터 기능
PP(Ping-Ping) Filter(핑-핑 필터) 기능은 Active(활성) 메뉴의 PP Filter(핑-핑 필

터)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목적
Ping-Ping Filter(핑-핑 필터)는 ME70 프레젠테이션에서 불필요한 소음과 에코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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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필터에는 3가지의 강도가 있습니다. 핑-핑 필터
는 최신 ME70 송신('핑')과 에코의 에코를 비교하
므로 ME70 파라미터 대부분을 변경할 때 프레젠
테이션이 안정되는 데 이러한 송신의 선택된 양
만큼 걸립니다. 필터링 루틴은 핑부터 핑까지의
에코를 비교할 때 선박의 움직임을 고려합니다.
파라미터
1

핑 필터
핑 -핑

다음 필터 옵션이 제공됩니다.
a

끄기

이력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b

약함

신규 데이터와 이력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c

보통

이력 데이터에 신규 데이터의 3배 강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d

강함

이력 데이터에 신규 데이터의 7배 강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2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이 확인란을 클릭하면 모든 뷰에 필터 설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창 최대화 기능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은 Active(활성) 메뉴의 Maximize Window(창 최대

화) 버튼을 클릭하여 액세스합니다.

목적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

습니다.
설명
이것은 켜기/끄기 버튼입니다.
활성화되면 뷰에 화면의 왼쪽 부분 전체가 채워집니다. 확대 뷰를 활성화하려면
버튼 오른쪽의 + 부호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활성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25 페이지

410529/C

245

Simrad ME70

데이터 출력 메뉴, 기능과 대화 상자
Data Output(데이터 출력)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

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출력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는 데이터 파

일에 저장하려는 출력과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디스크 디렉터리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2

이더넷 출력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의 목적은 이더넷 포트에서 EK500 데

이터그램 출력을 위한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3

수심 출력
Depth Output(수심 출력) 대화 상자는 지정된 형식에서 전용 통신 포트로
ME70로부터 수심 데이터의 출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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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출력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의 Data Output(데이터 출력)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작은 메뉴
에서 File Output(파일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

가 열립니다.

목적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는 데이터 파일에 저장하려는 출력과 데이터 파
일을 저장할 디스크 디렉터리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ME70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프로세서 유닛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동일
LAN의 주변 장치 디스크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Operation(작동) 메뉴의
Record(기록) 명령 또는 제 목 표 시 줄 의 전용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전환합니다.
기록된 데이터 파일과 기타 기록 파라미터를 배치할 위치는 File Output(파일 출
력) 대화 상자에서 제어합니다.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는 출력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3개의 탭

이 있습니다.
1

디렉터리

이 대화 상자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위치(디스
크 및 폴더)를 정의합니다.
2

원시 데 이 터 )
Raw Data(원

원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크기를 제어하고, 기록 자동 시작을 지정하
려면 이 탭을 사용합니다. 원시 데이터 파일은 ME70에 의해 기록되고 파
일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시 데이터 파일은 이후에 추가 분석을 위
해 ME70에 의해 재생 가능합니다.
3

처리 된 데 이 터 )
Processed Data(처

EK500 데이터그램을 파일로 내보내도록 ME70을 설정하려면 이 탭을 사용하
고, 저장되는 파일에 어떤 정보를 포함할지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파일 출력 - 디렉터리 탭

이 대화 상자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위치(디스크 및
폴더)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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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원시 데이터 파일은 보통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 대량의 ME70 원시 데이
터를 기록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세
서 유닛의 하드 디스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 외부 저장 장치에 원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라미터
1

현재 출 력 디 렉 터 리 )
Current output directory(현

이 필드에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 경로
가 표시됩니다.
2

찾아 보 기 )
Browse(찾

파일을 저장할 다른 출력 디렉터리(폴더)를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
다.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다.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파일 출력 - 원시 데이터 탭

원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크기를 제어하고, 기록 자동 시작을 지정하려면
이 탭을 사용합니다. 원시 데이터 파일은 ME70에 의해 기록되고 파일에 저장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시 데이터 파일은 이후에 추가 분석을 위해 ME70에 의
해 재생 가능합니다.
각 원시 데이터 파일 이름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REFIX
DYYYYMMDD
THHMMSS

파라미터
1

일반 )
General(일

a

원시 데 이 터 저 장 )
Save Raw Data(원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원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b

파일 이 름 접 두 사 )
File Name Prefix(파

입력란에 아무 이름이나 입력합니다. 선택한 이름은 모든 원시 데이
터 파일 이름에서 접두사로 사용될 것입니다.
c

범위

이 스핀 상자를 사용하여 에코 사운더 데이터를 수집할 범위를 정의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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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 선 박 거 리 )
Max(imum) Vessel Distance(최

이 스핀 상자를 사용하여 한 파일에 포함할 최대 거리의 한계(단위: 해
리)를 정합니다. 값이 0이면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b

최대 파 일 크 기 )
Max(imum) File Size(최

이 스핀 상자를 사용하여 한 원시 데이터 파일에 포함할 최대 바이트 수
의 한계를 정합니다. 값이 0이면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c

현재 파 일 크 기 )
Current File Size(현

원시 데이터 기록이 진행 중일 때 현재 파일 크기가 표시됩니다.
3

자동 시 작 )
Automatic Start(자

미리 정의된 항해 거리 이후 원시 데이터 출력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선박 거 리 에 서 시 작 )
a Start at vessel distance(선
원시 데이터 출력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항해 거리(단위: 해리)를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파일 출력 - 처리된 데이터 탭

EK500 데이터그램을 파일로 내보내도록 ME70을 설정하려면 이 탭을 사용하고,
저장되는 파일에 어떤 정보를 포함할지 선택합니다.
ME70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Simrad EK500 에코 사운더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기 위해, ME70은 이더넷(LAN) 출력부를 통해 EK500에서 정의된 데이터그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그램은 파일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1 Save EK500(EK500 저 장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EK500 데이터그램을 파일에 저장합니다.
노트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ME70이 EK500 데이터그램을 파일에 저장하지 못하
게 하려면 , 우선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한 다음 ME70 응용 프로그램을 다
시 시작해야 합니다 .
2

EK500 데 이 터 그 램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를 열어 개별 데이터그램을

설정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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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에서 Data Output(데이

터 출력) 버튼의 하위 메뉴에서 열립니다.

목적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의 목적은 이더넷 포트에서 EK500 데이터
그램 출력을 위한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설명
ME70은 Simrad EK500 에코 사운더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
적으로 EK500에서 정의한 데이터그램을 하위 세트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EK500 데이터그램의 이더넷 포트 출력에 대한 활성화 여
부를 설정합니다.
출력 포트는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 대화 상자에
서 따로 처리합니다.
파라미터
1

Output EK500(EK500 출 력 )

이 대화 상자를 클릭하면 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노트

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비활성화하려면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
램) 대화 상자를 열어 모든 데이터 형식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2

EK500 데 이 터 그 램

버튼을 클릭하여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데이터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3

로컬 IP 주 소 )
Local IP Address(로

로컬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페이스 보드가 여러 소켓을 지원할 때도 각 이더넷 보드
에는 고유 IP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
용 가능한 주소 목록이 제공됩니다.
4

원격 포 트 (UDP))
Remote port (UDP) (원

로컬 네트워크 포트를 지정합니다. ME70은 이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은 이 포트 번호를 “청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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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 IP 주 소 )
Remote IP Address(원

원격 컴퓨터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수신 전용으로 데이터 통신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의 출력을 설정하려면 IP 주소 255.255.255.255
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폐쇄 네트워크에서 지점 간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IP 주소를 수동으
로 입력해야 합니다.
6

통신 모드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또는 Point-to-Point(지점 간)를 선택합니다.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ME70에서 어떤 수의 원격 시스템
으로든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를 통해서만 이들 시스템
으로 전송 됩니다. 즉, 원격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신할 뿐 ME70은 응답 또
는 확인 응답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Point-to-Point(지점 간) 모드는 ME70이 물리적으로는 단 하나의 원격 시스템
에만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영구적 지점 간 네트워크의 가치
는 두 ME70과 원격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래서 완전한 양방향 통신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수심 출력 대화 상자
Depth Output(수심 출력)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에서 Data Output(데이터 출

력) 버튼의 하위 메뉴에서 열립니다.

목적
Depth Output(수심 출력) 대화 상자는 지정된 형식에서 전용 통신 포트로 ME70로
부터 수심 데이터의 출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이 대화 상자에서는 수심 출력에 사용할 포트(직렬 또는 이더넷)와 형식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70이 여러 포트를 통해 수심 정보를 내보내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E70은 다수의 고유 형식을 비롯해 그 밖에 여러 NMEA 데이터그램 형식으로도
현재 수심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수심 텔레그램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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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그 밖에 Installation(설치) 메뉴에서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해 수심 출
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텔레 그 램 )
Telegram(텔

통신에 사용할 NMEA 문장 또는 고유 데이터그램 형식을 선택합니다.
a

없음

ME70이 수심 텔레그램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b

DBS

수면 밑의 실제 수심이 텔레그램에 저장됩니다.
→ DBS 해수면 아래 수심 381 페이지
c

DBT

트랜스듀서 표면 밑의 실제 수심이 텔레그램에 저장됩니다.
→ DBT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 382 페이지
d

DPT

실제 수심이 텔레그램에 저장됩니다.
→ DPT 수심 382 페이지
e

Simrad

세 가지 채널을 통해 현재 수심이 고유의 Simrad EK500 수심 텔레그램
에 저장됩니다.
→ Simrad EK500 수심 텔레그램 388 페이지
f

Atlas

두 가지 채널을 통해 현재 수심이 고유의 Atlas 수심 텔레그램에 저장
됩니다.
→ Atlas 수심 텔레그램 396 페이지
g

PSIMDHB

바이오매스 및 해저면 경도가 고유의 Simrad 텔레그램에 저장됩니다.
→ PSIMDHB 해저면 경도 및 바이오매스 39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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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커 ID

텔레그램 형식에서 전용 Talker ID(토커 ID)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Talker ID(토커 ID)는 NMEA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두 개의 문자입니다. 모든

토커 식별자를 허용하려면 None(없음)을 선택합니다.
5

채널 )
Channel(채

이 열에서는 수심 정보 소스로 사용할 트랜시버 채널을 지정합니다.
6

추가 )
Add(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수심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
를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력 포트마다 다른 데이터그램 형식을 사용하
면 동시에 여러 포트를 통해 수심 정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7

제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직렬 또는 이더넷 수십 출력 포트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출력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46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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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의 Install(설치) 버튼을 통해 제

공되는 하위 메뉴에서 다음 기능과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내비게이션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를 통해

ME70이 내비게이션 및 자이로 컴퍼스 시스
템과 같은 외부 주변 장치에서 정보를 수신
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2

환경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는 환경 파라미터

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는 모두
ME70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범위, 전파 손실,
확산 손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음속도 데이터의 소스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3

트롤
Trawl(트롤) 대화 상자를 통해 트롤과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

습니다. 트롤 정보는 에코그램에서 상부 및 하부 트롤 라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에 대한 원시 데이터 기록이 활성화되면 수신된 모든
속도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됩니다.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4

모션 센서
Motion Sensor(모션 센서) 대화 상자는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어떤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5

동기화 포트

이 대화 상자에서 외부 동기화 전선을 연결할 RS-232 포트를 선택합니다.
→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6

음속 포트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대화 상자에서 음속 센서의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할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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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격
Remoting(원격) 대화 상자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서 ME70을 제어하고 ME70

에서 외부 시스템으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ME70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화 상자 270 페이지
8

I/O 설 정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사용 가능한

각 통신 채널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9

도구 오프셋
Instrument Offsets(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좌표계를 기준
으로 트랜스듀서 어레이, GPS 안테나 및 모션 레퍼런스 유닛 센서의 물리적
위치를 입력합니다.

→ 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279 페이지
10 트 랜 시 버 선 택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트랜시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28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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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Navigation(내비
게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를 통해 ME70이 내비게이션 및 자이로 컴퍼스

시스템과 같은 외부 주변 장치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에 여러 가지 외부 센서(GPS 내비게이션, 자이로 컴퍼스 등)를 연결하여 선
박의 속도, 위치, 방향, 항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E70이 이
정보를 수신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포트를 정의하고 정보의 형식
을 선택해야 합니다.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에는 이런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전용 탭이 있습니다.
1

위치
Position(위치)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포지셔닝 센서와의 인터페이

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속도
Speed(속도)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속도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

어하거나 속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리
Distance(거리)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거리 센서와의 인터페이

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4

방향
Heading(방향)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방향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거나 방향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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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목적
Position(위치)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포지셔닝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런 외부 포지셔닝 센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입니다. 직
렬 라인이나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GPS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ME70 제 목 표 시 줄 에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NMEA 문 장

통신에 사용할 NMEA 문장을 선택합니다.
a

자동

ME70은 모든 관련 텔레그램을 읽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텔레그램 형
식으로 지정된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는 경우 기본 제공되는 우선
순위 목록이 사용됩니다.
b

GGA

이 텔레그램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에서 수신되는 시간, 위
치, 수정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GGA GPS 위치 결정 데이터 38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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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LL

이 텔레그램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에서 제공하는 선박 위치의
위도와 경도, 위치 수정 시간 및 상태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GLL 지리학적 위치 위도 / 경도 383 페이지
d

RMC

이 텔레그램에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수신기에서 제
공되는 시간, 날짜, 위치, 진로, 속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RMC 최소 권장 GNSS 데이터 385 페이지
4

대 화 ID

텔레그램 형식에서 전용 Talker ID(토커 ID)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Talker ID(토커 ID)는 NMEA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두 개의 문자입니다. 모든

토커 식별자를 허용하려면 None(없음)을 선택합니다.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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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목적
Speed(속도)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속도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

하거나 속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런 외부 속도 센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또는 전용 속도
센서입니다. 직렬 라인이나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속도 센서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ME70 제 목 표 시 줄 에 속도 정보를 제공
합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NMEA 문 장

통신에 사용할 NMEA 문장을 선택합니다.
a

자동

ME70은 모든 관련 텔레그램을 읽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텔레그램 형
식으로 지정된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는 경우 기본 제공되는 우선
순위 목록이 사용됩니다.
b

VBW

이 텔레그램에는 선박이 향하는 컴퍼스 방향과 수면에 대한 선박의
상대 속도가 포함됩니다.
→ VBW 이중 대지 / 대수 속력 38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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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TG

이 텔레그램에는 실제 대지 침로와 대지 속력이 저장됩니다.
→ VTG 대지 침로 및 대지 속력 388 페이지
d

RMC

이 텔레그램에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수신기에서 제
공되는 시간, 날짜, 위치, 진로, 속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RMC 최소 권장 GNSS 데이터 385 페이지
4

대 화 ID

텔레그램 형식에서 전용 Talker ID(토커 ID)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Talker ID(토커 ID)는 NMEA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두 개의 문자입니다. 모든

토커 식별자를 허용하려면 None(없음)을 선택합니다.
5

수동 속 도 )
Manual speed(수

속도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정보가 없거나 선박의 속도를 수동으로 입력하려
면 이 상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상자가 활성화되면 Speed(속도) 스핀 박스
를 사용하여 선박 속도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내비게이션 - 거리 탭

목적
Distance(거리)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거리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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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런 외부 거리 센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또는 전용 거리
센서입니다. 직렬 라인이나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팁
Setup(설정) 메뉴에서는 Vessel Distance(선박 거리) 기능을 사용하여 항해 거리를

입력하고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소스 )
Source(소

거리 정보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a

없음

어떤 거리 정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b

속도

거리 정보는 에코 사운더에 수신되는 속도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항상 이전에 계산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값을 0이나 다른 값으로 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Distance(거리)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c

데이터그램

거리 정보는 외부 소스로부터 알맞은 데이터그램을 사용하여 수신
됩니다.
2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3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NMEA 문 장

통신에 사용할 NMEA 문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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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LW

이 텔레그램에는 항행한 대수 및 대지 거리가 저장됩니다.
→ VLW 이중 대지 / 대수 거리 387 페이지
5

거리

현재 선박 거리는 스핀 박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목적
Heading(방향) 탭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 외부 방향 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

하거나 방향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런 외부 방향 센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또는 전용 자
이로 또는 컴퍼스 시스템입니다. 직렬 라인이나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데이
터를 제공합니다.
방향 센서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ME70 제 목 표 시 줄 에 방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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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MEA 문 장

통신에 사용할 NMEA 문장을 선택합니다.
a

자동

ME70은 모든 관련 텔레그램을 읽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텔레그램 형
식으로 지정된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는 경우 기본 제공되는 우선
순위 목록이 사용됩니다.
b

HDT

이 텔레그램은 자이로 센서에서 방향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HDT 진 방향 385 페이지
c

HDM

이 텔레그램에는 선박의 자침 방향(도)이 저장됩니다.
→ HDM 자침 방향 385 페이지
d

HDG

이 텔레그램에는 마그네틱 센서에서 수신되는 방향 정보가 포함되며,
이 센서의 편차를 보정할 경우 자기 방향이 표시되고 변화만큼 오프셋
할 경우 실제 방향이 표시됩니다.
→ HDG 방향 , 편차 , 변동 384 페이지
e

VHW

이 텔레그램에는 선박이 향하는 컴퍼스 방향과 수면에 대한 선박의
상대 속도가 포함됩니다.
→ VHW 대수 속력 및 방향 387 페이지
4

대 화 ID

텔레그램 형식에서 전용 Talker ID(토커 ID)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Talker ID(토커 ID)는 NMEA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두 개의 문자입니다. 모든

토커 식별자를 허용하려면 None(없음)을 선택합니다.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관련 절차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텔레그램 형식 37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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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화 상자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를 열려면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

튼을 클릭합니다.

목적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는 환경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
라미터는 모두 ME70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범위, 전파 손실, 확산 손실을 평가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음속도 데이터의 소스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정확한 수심 판독값과 어군 에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중 음속을 올바르게 설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에서 활동하는 수역이
염수 또는 담수 수역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음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
인 평균값인 1,494m/s를 기본 설정으로 사용합니다.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를 통해 외부 프로브에서 음속을 읽을 수도 있으며,
Profile(프로파일) 탭에서 결과 프로파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 주)
• Water Column(수
Water Column(수주) 탭을 통해 주요 환경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트랜 스 듀 서 표 면 )
• Transducer Face(트
Transducer Face(트랜스듀서 표면) 탭을 통해 음속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전용

센서로부터 음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 파 일 )
• Profile(프
Profile(프로파일) 탭을 통해 음속 프로파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 환경 - 수주 탭 264 페이지
• 환경 - 트랜스듀서 표면 탭 265 페이지
• 환경 - 프로파일 탭 266 페이지
환경 - 수주 탭

목적
Water Column(수주) 탭을 통해 주요 환경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명
Water Column(수주) 탭을 통해 환경 파라미터 소스, 그리고 외부 센서, 계산 또는
수동 입력을 통한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염도 및 음속 값을 입
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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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소스
클릭하면 어느 소스에서 환경 파라미터를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소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Profile(프로파일): 이 옵션을 선택하면 외부 프로파일 파일에서 계산된
음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rofile(프로파일) 탭으로 이동해 사용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b Calculate(계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에코 사운더가 지정된 온도 및 염도
를 기준으로 음속 값을 계산합니다. 스핀 박스를 사용하여 계산에 사용
될 파라미터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c Manual(수동):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아래의 스핀 박스를 사용하여 값
을 입력해야 합니다.
환경 파 라 미 터 )
2 Environment parameters(환
이 필드에서는 주요 환경 파라미터의 판독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 Temperature(온도): 수온을 섭씨로 설정합니다.
b Salinity(염도): 물의 염도를 ppt 단위로 설정합니다. 담수에서 작업하는
경우 염도를 0으로 설정합니다.
c Sound speed(음속): 시스템이 계산한 음속의 판독값입니다.
d Frequency / Absorption(주파수/흡수율): 상단 스핀 박스에서 주파수를 선택
하고 그에 해당하는 흡수율 값을 읽습니다. 입력값은 ME70의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산기일 뿐입니다. 온도,
염도 및 음속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기 위해
다양한 주파수들에 대해 흡수 계수를 다시 계산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 환경 - 수주 탭 264 페이지
• 환경 - 트랜스듀서 표면 탭 265 페이지
• 환경 - 프로파일 탭 266 페이지
환경 - 트랜스듀서 표면 탭

목적
Transducer Face(트랜스듀서 표면) 탭을 통해 음속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전용 센

서로부터 음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설명
빔 개방 요청과 일치하도록 시스템이 요소 가중치를 계산할 때 음속 정보가 사용
됩니다. 이 절차는 빔 모드가 계산될 때마다 실행됩니다. 트랜스듀서 표면에
서 다양한 음속으로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빔 조향은 음속을 보상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표준 트랜스듀서의 동작을 흉내낼 수 있도록 요소 가중
치는 고정됩니다. 빔 모드가 활성화되면 트랜스듀서의 현재 음속을 기준으로
각 빔에 대해 빔 개방 및 지향 지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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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트랜 스 듀 서 음 속 소 스 선 택 )
Select transducer sound speed source(트

a

Manual(수동): 이 소스를 선택한 경우, 아래의 스핀 버튼을 사용하여 값

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b

Probe(프로브): 시스템에 선체 장착 음속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소스를 선택하여 시스템에 이 값을 입력합니다.

팁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2

c

Profile(프로파일): 이 소스를 선택하면 트랜스듀서의 음속은 트랜스듀서
수심의 프로파일에서 오는 속도 값으로 설정됩니다. Profile(프로파일) 탭
으로 이동해 사용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d

Probe port setting(프로브 포트 설정):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음속 프로브 연
결용 직렬 포트를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전용 Sound
Velocity(음속)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선택할 포트를 제시합니다. 포트를
선택한 후 Setup(설정)을 클릭하여 포트의 통신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트랜 스 듀 서 의 음 속 )
Sound Speed at transducer(트

이 필드의 파라미터들은 수동 음속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음속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a

Sound speed(음속): 수동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이 스핀 버튼을 사용
해 음속 값을 입력합니다.

b

Warning limit for difference between profile and probe(프로파일과 프로브 간
의 차이에 대한 한계 경고): 이 기능은 프로브의 음속 판독값과 활성화된
프로파일의 현재 설정 값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가 스핀 박스에서 설정
한 값을 초과하면 경보가 표시됩니다. 이 경보의 목적은 이를 통해 조작
자가 새로운 프로파일을 불러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로브의 음속 판독값과 빔 모드에서 가중치 계산에 사용되는 음속 간의
차이가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가 표시됩니다. 가중치 계산에
사용되는 음속 값은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의 Weight Set Plot(가중
치 집합 플롯)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 환경 - 수주 탭 264 페이지
• 환경 - 트랜스듀서 표면 탭 265 페이지
• 환경 - 프로파일 탭 266 페이지
환경 - 프로파일 탭

목적
Profile(프로파일) 탭을 통해 음속 프로파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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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표준 파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해당 파일을 찾아 선
택한 후 파일 대화 상자에서 Open(열기)을 클릭해 프로파일을 열어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 확대: 가상의 사각형 왼쪽 상단 모서리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 축소: 가상의 사각형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파라미터
1

찾아보기

클릭하여 새 프로파일 파일을 엽니다.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가 사용
됩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 환경 - 수주 탭 264 페이지
• 환경 - 트랜스듀서 표면 탭 265 페이지
• 환경 - 프로파일 탭 266 페이지

트롤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Trawl(트롤) 버튼을 클릭하면 Trawl(트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Trawl(트롤) 대화 상자를 통해 트롤과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트롤 정보는 에코그램에서 상부 및 하부 트롤 라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
됩니다. 파일에 대한 원시 데이터 기록이 활성화되면 수신된 모든 속도 데이터
가 파일에 저장됩니다.
설명
Simrad ITI(Integrated Trawl Instrumentation) 시스템을 ME70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TI 시스템과의 통신은 NMEA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필요한 모든 파라미
터는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트롤 정보는 에코그램에서 상부 및/또는 하부 트롤 라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
다. 원시 데이터 기록이 활성화되면 수신된 모든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됩니다.
또 다른 트롤 또는 포획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용되고 이 시스템이 트롤 전개 및/
또는 트롤 거리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값을 수동으
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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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에코그램에 트롤 라인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Trawl(트롤) 대화 상자에 선박에
서 트롤까지의 거리를 0이 아닌 값으로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트롤 데이터그램에
0이 아닌 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의
Distance(거리) 탭에서 거리 카운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시스템

지원되는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

ITI

b

PI

c

Ifremer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형식이 지원됩니다.
→ PSIMP-D PI 센서 데이터 394 페이지
→ Ifremer 트롤 데이터그램 396 페이지
4

트 롤 전 개)
Trawl Opening(트

헤드 로프와 풋 로프 간에 고정된 거리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파
라미터는 트롤 전개를 측정하지 않는 센서 시스템에 사용되거나 측정된 헤드
로프와 풋 로프 간 거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5

트롤 까 지 의 거 리 )
Distance To Trawl(트

선박과 트롤 전개 사이의 고정 거리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의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에코 사운더 트랜스듀서의 물리적 위치와 트롤
사이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이 거리를 입력하려면 Navigation(내비게이션) 대화 상자의 Distance(거리) 탭
에서 거리 카운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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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센서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Motion
Sensor(모션 센서) 버튼을 클릭하면 Motion Sensor(모션 센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Motion Sensor(모션 센서) 대화 상자는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어떤 기능도 제

공하지 않습니다.
설명
모션 센서는 ME70 프로세서 유닛에 연
결됩니다. 관련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속도 변
경 94 페이지
•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 내부 지연
변경 96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Synchronization Port(동기화 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Synchronization Port(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이 대화 상자에서 외부 동기화 전선을 연결할 RS-232 포트를 선택합니다.
설명
동기화 신호를 원하는 직렬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라인 통
신의 제어 신호만 사용되므로 설정
은 필요 없습니다.
파라미터
1 포트
동기화 신호에 사용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 동기화 시스템에서 ME70 설정 99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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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음속 포트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 대화 상자에서 음속 센서의 정보를 수신할 때

사용할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LA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는 선박 네트워크를 또는 직
렬 라인을 이용해 음속 센서
에서 수신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ound Velocity
Port(음속 포트)를 통해 포트
를 선택하고 적절한 통신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포트

통신에 사용할 직렬 또는 이더넷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직렬 또는 이더넷 통신 포트를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포트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포트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원격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Remoting(원격) 버튼을 클릭하면 Remoting(원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Remoting(원격) 대화 상자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서 ME70을 제어하고 ME70에서

외부 시스템으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ME70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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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E70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는 근거리 통신망(LAN)에 연결된 주변 컴퓨터에
서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서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IP 주소를 가진 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
이터가 ME70 서버와의 사이에서 UDP 패킷으로 전송됩니다. ME70 컴퓨터
를 이런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서버로 설정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에만 Server(서버) 탭이 사용됩니다.
Remoting(원격) 대화 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탭이 있습니다.

• (서버로)Server(서버)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ME70을 서버로 설정하려는 경우 (서버로)Server(서
버) 탭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ME70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제
어하기 위해 선박의 다른 곳에 제2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 파라
미터가 사용됩니다.
• (클라이언트로)Client(클라이언트)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ME70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
로)Client(클라이언트) 탭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트랜시버가 연결되어 있는
주 ME70 프로세서 유닛 컴퓨터는 네트워크에서 “서버“로 간주됩니다.
항목
• 원격 : 서버 271 페이지
• 원격 : 클라이언트 273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원격: 서버

목적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ME70을 서버로 설정하려는 경우 (서버로)Server(서버) 탭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ME70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해
선박의 다른 곳에 제2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설명
컴퓨터에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 있을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첫 번째 네트워크 카드는 에코 사운더 트랜시버와의 통신에 사용합니다.
• 두 번째 네트워크 카드는 서버(ME70 컴퓨터)와 클라이언트(네트워크에 있는
주변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합니다.
두 네트워크 카드는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목록에서 알맞은 IP 주소를 선택하여 서버 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카드를 지정합
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최초 연결은 서버 상의 특정 UDP 포트 번호를 통
해 생성됩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서버에 의해 자동으로 할당되는 새 UDP 포트 번
호로 데이터 통신이 전송됩니다. 특정 로컬 포트 번호를 사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
결을 위한 기본 로컬 포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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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로 컬 IP 주 소

로컬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페이스 보드가 여러 소켓을 지원할 때도 각 이더넷 보드
에는 고유 IP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
용 가능한 주소 목록이 제공됩니다.
2

로컬 포 트 (UDP))
Local port (UDP) (로

정보를 수신하려는 경우 이 포트가 중요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포트 번호
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포트 번호를 찾으려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ME70에서 정보를 송신만 하도록 데이터 통신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름

제품(ME70)의 이름입니다. 고정된 것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설명

제품의 유형입니다. 고정된 것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응용 프 로 그 램 ID)
Application ID(응

이 필드를 통해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ME70
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팁

서로 다른 하위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Local IP Address(로컬 IP 주소)를 0.0.0.0.으로 설정합니다.
항목
• 원격 : 서버 271 페이지
• 원격 : 클라이언트 273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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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클라이언트

목적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ME70을 클라이
언트로 설정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
로)Client(클라이언트) 탭 파라미터가 사
용됩니다. 트랜시버가 연결되어 있는 주
ME70 프로세서 유닛 컴퓨터는 네트워
크에서 “서버“로 간주됩니다.
설명
ME70은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된 또 다른
처리 장치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으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IP 주소를 가진 이더넷 카드를 통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와의 사이에서 UDP 패킷으로 전송됩니다.
ME70을 또 다른 에코 사운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클라이언트로)Client(클라이언트) 탭이 사용됩니다. 네
트워크 카드가 두 개 이상 있으면 IP 주소 목록에서 클라이언트 작업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포트 번호는 최초 연결 설정에 사용되는 서버(트랜시버를 제어하는 ME70
컴퓨터)의 포트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연결하려는 원격 서버에서 (원격 제
어)Remoting(원격) 대화 상자의 (서버로)Server(서버) 탭에서 찾을 수 있는 로컬
포트 번호와 같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정
보를 얻기 위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목록은 Data
Source(데이터 소스) 대화 상자가 열려 있을 때 표시됩니다. 어떤 네트워크 구
성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 실용적인 솔루션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통
신 모드를 브로드캐스트에서 지점 간으로 변경하고 연결하려는 서버의 특정
원격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로 컬 IP 주 소

로컬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페이스 보드가 여러 소켓을 지원할 때도 각 이더넷 보드
에는 고유 IP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
용 가능한 주소 목록이 제공됩니다.
2

원 격 IP 주 소

원격 컴퓨터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수신 전용으로 데이터 통신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의 출력을 설정하려면 IP 주소 255.255.255.255
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폐쇄 네트워크에서 지점 간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IP 주소를 수동으
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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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 포 트 (UDP))
Remote port (UDP) (원

로컬 네트워크 포트를 지정합니다. ME70은 이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은 이 포트 번호를 “청
취“합니다.
4

통신 모드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또는 Point-to-Point(지점 간)를 선택합니다.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ME70에서 어떤 수의 원격 시스템
으로든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를 통해서만 이들 시스템
으로 전송 됩니다. 즉, 원격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신할 뿐 ME70은 응답 또
는 확인 응답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Point-to-Point(지점 간) 모드는 ME70이 물리적으로는 단 하나의 원격 시스템
에만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영구적 지점 간 네트워크의 가치
는 두 ME70과 원격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래서 완전한 양방향 통신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항목
• 원격 : 서버 271 페이지
• 원격 : 클라이언트 273 페이지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I/O 설정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I/O
Setup(I/O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ME70 프로세서 유닛에서 사용 가능한 각 통

신 채널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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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E70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이더넷(LAN) 및 직렬 라
인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식별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유효한 인터페이스의 목록을 확정하고 나면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에는 두 개의 목록이 있는데, 하
나는 직렬 포트, 다른 하나는 이더넷(LAN) 포트의 목록입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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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설 정 - 직 렬 포 트

파라미터
1

직 렬 포 트 (Serial Ports)

이 목록에는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직렬 포트가 표시됩니다.
ME70 소프트웨어 설치 후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가 처음으로 열릴
때 이 목록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 목록은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직렬 포트의 초기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
후에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를 추가할 경우 Add(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목록에 새 포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2

이름

직렬 포트에 부여된 ID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렬 포트는 번호로 표시됩니다.
3

리소 스 )
Resource(리

ME70 컴퓨터의 통신 포트입니다. 보통 COM1, COM2 등으로 명명됩니다.
4

전송 속 도 )
Baudrate(전

이 셀은 직렬 라인에 대해 지정된 현재 전송 속도를 표시합니다. NMEA 통신
에 대해 정의된 표준 전송 속도는 4,800보입니다.
5

데이 터 비 트 )
Data bits(데

이 열은 직렬 라인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 비트의 수를 지정합니다.
6

패 리 티)
Parity(패

이 열은 직렬 라인 통신에 사용되는 패리티를 지정합니다.
7

프로토콜

직렬 라인에 대해 지정된 현재 프로토콜입니다.
텔레그램이 모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각 직렬 라인은 여러 텔레그
램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주변 장치만 포트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주
변 장치를 단일 직렬 포트에 연결하려면 “믹서“를 통해 이들 장치를 라우팅
해야 합니다. 이는 텔레그램을 수집하고 스트리밍하는 하드웨어 유닛 또
는 컴퓨터일 수 있습니다.
8

센서 )
Sensor(센

이 열은 직렬 라인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외부 센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9

추가 )
Add(추

새 직렬 포트를 추가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인터페이스 회로 기판을 설치하여 컴퓨터에 새 하드웨어
를 추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직렬 포트를 이전에 해제했
지만 ME70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도 이 버튼을 클릭해
야 합니다. 컴퓨터에 제공할 직렬 통신 포트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이 버튼
은 비활성화됩니다.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트를 선택할 작은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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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거
ME70이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직렬 라인을 식별하여 목록에 표시
하고 나면, 같은 컴퓨터의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이런 직렬 라
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E70에 특정 직렬 라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제
가능합니다. 해당 포트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Remove(제거) 버튼을 클
릭하여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아무런 확인도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포트
는 즉시 제거됩니다.
11

설정

직렬 라인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려면 주변 장치의 속성과
일치하도록 통신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록에 표시된 포트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Setup(설정) 버튼을 클
릭하여 포트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전용 대화 상자가 제공됩니다.
12 모 니 터
포트를 통한 통신이 효과가 없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
면 텔레그램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된 포트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Monitor(모니터) 버
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포트를 통한 데이터 통신을 관찰합니다. 전용 대화
상자가 제공됩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이지
이더 넷 ) 포 트
I/O 설 정 - LAN(이

파라미터
1

LAN 포 트 들

이 목록에는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이더넷 LAN 포트가 표시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각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는 어떤 개수의 네트워크 포트
라도 지원합니다. 새 포트를 추가하려면 Add(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목
록에 새 포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2

이름

LAN 포트에 부여된 ID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번호로 표시됩니다.
3

로 컬 IP)
Local IP(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IP 번호입니다.
4

로컬 포 트 )
Local Port(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선택한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로컬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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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 격 IP)
Remote IP(원

원격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입니다.
다른 컴퓨터로 정보를 내보내려면 이 IP 주소를 정의하거나 IP 브로드캐스트
주소 255.255.255.255를 입력해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통해 네트
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LAN 포트를 통해
정보를 수신만 하려면 이 주소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원격 포트

네트워크 상의 주변 장치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위한 지점 간 통신을 설정
하려면 원격 컴퓨터에 네트워크 포트를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트 번호를 찾으려면 원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프로토콜

LAN 포트에 대해 지정된 현재 프로토콜입니다. 텔레그램이 모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각 LAN 포트는 여러 텔레그램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습니다.
8

센서

이 열은 LAN 통신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외부 센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9

추 가)
Add(추

새 LAN(이더넷) 포트를 추가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를 설치하여 컴퓨터에 새 하드웨
어를 추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LAN 포트를 이전에 해제
했지만 ME70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도 이 버튼을 클
릭해야 합니다.
10 제 거
ME70이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LAN 포트를 식별하여 목록에 표시
하고 나면, 같은 컴퓨터의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이런 LAN 포
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ME70에 특정 LAN 포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제
가능합니다. 해당 포트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Remove(제거) 버튼을 클
릭하여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아무런 확인도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포트
는 즉시 제거됩니다.
11 설 정
LAN(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려면 주변 장치와
일치하도록 통신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록에 표시된 포트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Setup(설정) 버튼을 클
릭하여 포트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전용 대화 상자가 제공됩니다.
12 모 니 터 링
포트를 통한 통신이 효과가 없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
면 텔레그램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된 포트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Monitor(모니터) 버
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포트를 통한 데이터 통신을 관찰합니다. 전용 대화
상자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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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이지

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Instrument
Offsets(도구 오프셋) 버튼을 클릭하면 Instrument Offsets(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가 열립니다.

목적
Instrument Offsets(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좌표계를 기준으

로 트랜스듀서 어레이, GPS 안테나 및 모션 레퍼런스 유닛 센서의 물리적 위
치를 입력합니다.
설명
물리적으로 이동한 센서가 없는 경우에는 오프셋 값이 한 번만 정의됩니다. 이 파
라미터들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E70 설치 매뉴얼 과 관련 고객
수락 테스트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3개의 탭이 있습니다.
트랜 스 듀 서 오 프 셋 )
1 Transducer Offset(트
Transducer Offset(트랜스듀서 오프셋) 탭을 통해 오리고를 기준으로 한 트랜

스듀서 어레이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트랜스듀서 설치를 점검할 때 측정된
회전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GPS Offset(GPS 오 프 셋 )
GPS Offset(GPS 오프셋)을 통해 선박의 오리고를 기준으로 한 GPS 안테나의

물리적 위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MRU Offset(MRU 오 프 셋 )
MRU Offset(MRU 오프셋) 탭을 통해 선박의 오리고를 기준으로 한 모션 레퍼

런스 유닛(MRU) 센서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센서 설치를 점검할 때 측정된
회전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노트

정상 작동 중에 설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새 파라미터 값이 효력을 나
타내기 전에 Inactive( 비활성) 로 전환한 다음 Normal( 정상) 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트랜스듀서 오프셋 28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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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오프셋 - GPS 오프셋 281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MRU 오프셋 282 페이지
• 선박 좌표계 283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도구 오프셋 - 트랜스듀서 오프셋

목적
Transducer Offset(트랜스듀

서 오프셋) 탭을 통해 오리
고를 기준으로 한 트랜스듀
서 어레이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트랜스듀서 설치를
점검할 때 측정된 회전 각
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트
Transducer X-offset(트
오프 셋 )
랜 스 듀 서 X-오
Transducer X-offset(트랜
스듀서 X-오프셋) 상자
에서는 선박의 오리고
에서 트랜스듀서까지의 수평 종방향 거리를 선택합니다. 트랜스듀서가 오리
고보다 앞선 위치에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2

트랜 스 듀 서 Y-오
오프 셋 )
Transducer Y-offset(트
Transducer Y-offset(트랜스듀서 Y-오프셋) 상자에서는 선박의 오리고에서 트

랜스듀서까지의 수평 횡방향 거리를 선택합니다. 트랜스듀서가 오리고의 우
현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3

트랜 스 듀 서 Z-오
오프 셋 )
Transducer Z-offset(트
Transducer Z-offset(트랜스듀서 Z-오프셋) 상자에서는 선박의 오리고를 기준

으로 트랜스듀서 표면의 설치 수심을 선택합니다. 그 거리는 하향에서 양의
값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항상 양의 값이 됩니다.
4

αx
αx 상자에서 트랜스듀서 롤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5

αy
αy 상자에서 트랜스듀서 피치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6

αz
αz 상자에서 트랜스듀서 요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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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정상 작동 중에 설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새 파라미터 값이 효력을 나
타내기 전에 Inactive( 비활성) 로 전환한 다음 Normal( 정상) 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트랜스듀서 오프셋 280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GPS 오프셋 281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MRU 오프셋 282 페이지
• 선박 좌표계 283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도 구 오 프 셋 - GPS 오 프 셋

목적
GPS Offset(GPS 오프셋)을

통해 선박의 오리고를 기
준으로 한 GPS 안테나의
물리적 위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오
1 GPS X-offset(GPS X-오
프 셋)
GPS X-offset(GPS X-오

프셋) 상자에서는 오리
고에서 GPS 안테나까
지의 수평 종방향 거리
를 선택합니다. 안테나
가 오리고보다 앞선 위치에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2

오프 셋 )
GPS Y-offset(GPS Y-오
GPS Y-offset(GPS Y-오프셋) 상자에서는 오리고에서 GPS 안테나까지의 수평

횡방향 거리를 선택합니다. 안테나가 오리고의 우현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3

오프 셋 )
GPS Z-offset(GPS Z-오

GPS Z-offset(GPS Z-오프셋) 상자에서는 오리고에서 GPS 안테나까지의 수직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 거리는 하향에서 양의 값입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트랜스듀서 오프셋 280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GPS 오프셋 28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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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구 오프셋 - MRU 오프셋 282 페이지
선박 좌표계 283 페이지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도 구 오 프 셋 - MRU 오 프 셋

목적
MRU Offset(MRU 오프셋)

탭을 통해 선박의 오리고를
기준으로 한 모션 레퍼런스
유닛(MRU) 센서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센서 설치를
점검할 때 측정된 회전 각
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MRU X-offset(MRU X오프셋)
MRU X-offset(MRU X-

오프셋) 상자에서는 선
박의 오리고에서 모션
센서 유닛(MRU) 센서까지의 수평 종방향 거리를 선택합니다. 센서가 오리고
보다 앞선 위치에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2

오프 셋 )
MRU Y-offset(MRU Y-오
MRU Y-offset(MRU Y-오프셋) 상자에서는 선박의 오리고에서 모션 센서 유닛

(MRU) 센서까지의 수평 횡방향 거리를 선택합니다. 센서가 오리고의 우
현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거리는 양의 값입니다.
3

4
5
6

오프 셋 )
MRU Z-offset(MRU Z-오
MRU Z-offset(MRU Z-오프셋) 상자에서는 선박의 오리고를 기준으로 모
션 센서 유닛(MRU) 센서의 수직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 거리는 하향에서
양의 값입니다.
αx
αx 상자에서 MRU 롤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αy
αy 상자에서 MRU 피치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αz
αz 상자에서 MRU 요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노트

정상 작동 중에 설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새 파라미터 값이 효력을 나
타내기 전에 Inactive( 비활성) 로 전환한 다음 Normal( 정상) 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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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트랜스듀서 오프셋 280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GPS 오프셋 281 페이지
• 도구 오프셋 - MRU 오프셋 282 페이지
• 선박 좌표계 283 페이지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 모션 보상 대화 상자 217 페이지
• 모션 센서 대화 상자 269 페이지
선박 좌표계

ME70은 양의 값 X가 전방, 양의 값 Y가 우현, 양의 값 Z가 아래를 향하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즉, 수심의 값은 양수입니다.
각도는 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 회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0도는 X축과 Y
축(롤 및 피치)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 대한 수평면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
어, 롤이 X축을 중심으로 한 경우 양의 값이면 우현이 아래로 내려감을 뜻합니다.
좌표계의 오리고가 X 및 Y 방향 어느 곳에 있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

Z 방향에서 오리고는 반드시 흘수선 상에 놓여야 합니다.
노트

선박이 초기 트림인 상태에서 해수면이 수평(X-Y) 면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흘수
선은 상가 전에 선박이 초기 트림인 상태에서 선체 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
2
3
4

하향 (Z 축 )
우현 (Y 축 )
전방 (X 축 )
기준점 ( 오리고 )

-Z
-Y
-X

어레이 좌표계와 선박 좌표
계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Y
만, 서로 일치합니다. 설치 과
정에서의 부정확도로 인한 편
차는 이 두 좌표계 간의 미미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Cd21807)

+X
+Z

ME70 팬의 중앙 빔은 0도의 이물 빔 조향에, 그리고 좌현을 향한 빔들은 0도 미
만의 각도(음의 값)에 위치하는 반면, 우현을 향한 빔들은 0도보다 더 높은 각
도(양의 값)에 위치합니다. 수직 빔은 고물 빔 조향이 0도입니다. 선수를 향한
빔들은 0도보다 높은 각도(양의 값)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선미를 가리키는 빔
들은 0도 미만의 각도(음의 값)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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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Setup(설정) 메뉴에서 Installation(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목적
Transceiver Selection(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트랜시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과 함께 사용되는 프로세서 유닛이 다른 트랜시버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빔 사운더와 소나가 모두 설치된 선박에서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1

현재 트 랜 시 버 )
Current transceiver(현

이 텍스트 필드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트랜시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

Name(이름): 트랜시버의 이름입니다. 고정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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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P Address(IP 주소): 트랜시버의 IP 주소입니다.

c

Status(상태): 트랜시버의 현재 작동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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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가 능 한 트 랜 시 버 )
Available transceivers(사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관련 트랜시버의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팁

트랜시버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 트랜시버를 선택하
여 연결을 재설정한 다음, Select(선택)을 클릭합니다. 통신이 복구되면,
Status(상태) 필드가 변경되어 이를 나타냅니다.
관련 항목
• 설치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2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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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메뉴 - 기능과 대화 상자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다음 기능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어떤 뷰에든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열
립니다. 현재 뷰에 따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려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확인합니다. 적절한 옵션을 클
릭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나 프레젠테이션 뷰에 메뉴가 나타나면서 현재 뷰와 관련된 기능이 제공됩니다.
1

해저면 탐지
Bottom Detection(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의 목적은 ME70 작동 중에 이용할 가
능성이 수심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Backstep
Min. Level(백스텝 최소 레벨)에 대한 설정을 수정하여 해저면 에코에 관한 해

저면 탐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페이지
2

단일 타겟 탐지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3

색 눈금
Colour Scale(색 눈금) 대화 상자의 목적은 색 눈금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페이지
4

히스토그램
Histogram(히스토그램) 대화 상자는 Single Target Histogram(단일 타겟 히스토

그램) 뷰에 표시되는 히스토그램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페이지
5

에코그램
Echogram(에코그램) 대화 상자를 통해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탭으로 수평선, TVG가 적용된 에코그
램 유형 및 샘플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로 변환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6

수평축
Horizontal Axis(수평축)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평 디스플레

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평축 대화 상자 2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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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위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에 대한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8

새 계층
New Layer(새 계층) 대화 상자는 새로운 활성 계층을 삽입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페이지
9

계층 속성
Layer Properties(계층 속성)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의 속성을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페이지
10 계 층 삭 제
Delete Layer(계층 삭제) 기능은 뷰에서 활성(선택된) 계층을 삭제하는 데 사용

됩니다. 계층은 Numerical(수치) 뷰에서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 계층 삭제 기능 232 페이지
11

수치 뷰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는 Numerical(수치) 뷰에 표시할 정보를 선

택할 때 사용됩니다.
→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페이지
12 창 구 성
Configure Window(창 구성) 대화 상자는 활성 창에 표시할 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창 구성 대화 상자 231 페이지
13 뷰 숨 기 기
Hide View(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한 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창)
14 최 대 화 (창
Maximize Window(창 최대화)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창 최대화 기능 2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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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능과 대화 상자
이번 섹션에서 설명하는 대화 상자와 기능은 모두 나머지 ME70 대화 상자 또
는 하위 메뉴에서 열립니다.
메뉴 시스템에서 직접 열리지 않습니다.
1

정보
About(정보) 대화 상자를 통해 현재 ME70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볼 수 있

습니다.
→ 대화 상자 정보 290 페이지
2

빔 모드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통해 현재 선택된 빔 모드의 작동 파라미터
를 편집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빔 모드는 시스템의 음향적 특징을 나타냅니
다. 여러 가지 빔 모드를 생성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드를 사용하여
특정 탐사 활동용으로 ME70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3

새 빔 모드)
New Beam Mode(새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를 통해 새 빔 모드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반드시 1개의 철자로 시작해야 하며 “/“ 문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4

수치 뷰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는 Numerical(수치) 뷰에 표시할 정보를 선

택할 때 사용됩니다.
→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페이지
5

재생
Replay File(재생 파일) 대화 상자의 목적은 재생에 사용할 파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열된 파일 이름은 재생 중에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며, 각 파일
은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과 날짜로 식별됩니다.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6

해저 면 범 위 )
Bottom Range(해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에 대한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7

해수 면 범 위 )
Surface Range(해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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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K500 데 이 터 그 램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는 출력할 EK500 데이터그

램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대화 상자의 변경 사항은 EK500 데이터
의 이더넷 및 파일 출력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9

메시지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에서는 ME70의 메시지를 읽고 승인할 수 있

습니다.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10 포 트 모 니 터 링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선택한 직렬 또는 이더넷(LAN) 포

트의 통신 스트림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페이지
11 LAN 포 트 설 정
LAN Port Setup(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외부 센서(기기 측정) 또는 주변

시스템과의 이더넷(LAN) 통신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직렬 포 트 설 정 )
12 Serial Port Setup(직
Serial Port Setup(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외부 센서(기기 측정) 또는 주변
시스템과의 직렬 통신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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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자 정보
About(정보) 대화 상자는 제 목 표 시 줄 의 SIMRAD 로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면 열립니다.
목적
About(정보) 대화 상자를 통해 현재 ME70 소프트
웨어의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모든 ME70 소프트웨어 릴
리스는 고유 식별이 가능
합니다. About(정보) 대화 상
자에서 ME70 소프트웨어 릴
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보조 기능과 대화 상자 288 페이지

빔 모드 대화 상자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열립니다.

a

Operation(작동) 메뉴의 View Beam Mode(빔 모드 보기) 메뉴 버튼.

b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Edit(편집) 버튼.

한편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
에서 열립니다.

노트
Operation( 작동 ) 메뉴의 View Beam Mode( 빔 모드 보기 ) 메뉴 버튼에서 Beam Mode( 빔

모드 ) 대화 상자를 여는 경우에는 빔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Setup( 설정) 메뉴의 Beam Mode Administration( 빔 모
드 관리 ) 대화 상자를 통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목적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를 통해 현재 선택된 빔 모드의 작동 파라미터를

편집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빔 모드는 시스템의 음향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빔 모드를 생성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드를 사용하여 특
정 탐사 활동용으로 ME70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Beam Mode(빔 모드)에는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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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파 수 대 역 )
Frequency Band(주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현재 선택된 빔의 주파

수와 펄스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b

기준 빔 )
Reference Beams(기
Reference Beams(기준 빔)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2개의 기준 빔을 활성화
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c

빔 의 팬)
Fan of Beams(빔
Fan of Beams(빔의 팬)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음향 팬의 빔을 활성화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d

보정
Calibration(보정) 탭에서는 현재 선택된 빔 모드 상태에서 ME70이 작동되

는 동안 사용할 보정 모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

주파 수 플 롯 )
Frequency Plot(주
Frequency Plot(주파수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해

주파수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f

빔 방향 플롯)
Beam Directions Plot(빔
Beam Directions Plot(빔 방향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

해 이론 개방 각도 및 조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g

가중 치 집 합 플 롯 )
Weight Set Plot(가
Weight Set Plot(가중치 집합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사

용되는 가중치 어레이를 나타냅니다.
h

빔 패턴 플롯)
Beam Pattern Plot(빔
Beam Pattern Plot(빔 패턴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해
설정된 이론 빔 패턴을 나타냅니다. 빔 패턴은 팬의 모든 빔에 유효하도록 상
대적인 규모로 플롯되어 있습니다.

i

빔 지연 플롯)
Beam Delay Plot(빔
Beam Delay Plot(빔 지연 플롯) 탭은 이 모드에서 서로 다른 빔들의 전송 순

서를 표시합니다. 지연 시간이 동일한 빔들은 같은 그룹으로 전송됩니다.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빔들이 먼저 전송됩니다.
j

Tx Amplitude Plot(Tx 진 폭 플 롯 )
Tx Amplitude Plot(Tx 진폭 플롯) 탭은 서로 다른 전송 그룹으로 전송되는 주파

•
•
•
•
•
•
•

수(빔)의 이론적 총합을 나타냅니다.
빔 모드 - 주파수 대역 탭 292 페이지
빔 모드 - 기준 빔 탭 295 페이지
빔 모드 - 빔의 팬 탭 296 페이지
빔 모드 - 보정 탭 298 페이지
빔 모드 - 주파수 플롯 탭 299 페이지
빔 모드 - 빔 방향 플롯 탭 300 페이지
빔 모드 - 가중치 집합 플롯 탭 3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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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모드 - 빔 패턴 플롯 탭 302 페이지
• 빔 모드 - 빔 지연 플롯 탭 303 페이지
• 빔 모드 - Tx 진폭 플롯 탭 304 페이지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빔 모드 - 주파수 대역 탭

목적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현재 선택된 빔의 주파수

와 펄스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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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상단 주 파 수 )
1 Upper Frequency(상
팬의 빔이 사용할 상단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하단 주 파 수 )
2 Lower Frequency(하
팬의 빔이 사용할 하단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주파 수 /빔
빔 간격)
3 Freq(uency)/Beam Spacing(주
주파수/빔 간격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파수 분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선형 )
a Linear(선
이 모드에서는 선택된 대역 내에서 모든 빔의 주파수에 대해 동일한
간격을 설정합니다.
최적 )
b Optimized(최
이 모드에서는 선택된 대역 내에서 빔 조향에 따라 빔의 주파수에 대해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
c Manual(수
빔 모드에 대한 XML 파일 설명을 통한 주파수 할당의 수동 재정의를 사
용하는 경우에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주 파 수/공
공 간 분 배)
4 Freq(uency)/Space Distribution(주
주파수/공간 분배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인 버 스 V)
a Inverse V(인
이 모드에서는 팬의 중앙 빔에 가장 높은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b V-shape(V 모 양)
이 모드에서는 팬에서 이물 빔 조향이 가장 큰 빔들에게 가장 높은 주
파수를 할당합니다.
펄스 지 속 시 간 )
5 Pulse Duration(펄
모든 빔에 사용할 펄스 지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주파수 대역 및 활성화된 빔
의 수로 인해 각 빔에 대한 대역폭이 제한됩니다. 이 대역폭은 더 나아가 조작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펄스 지속 시간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펄스 형 태 )
6 Pulse Form(펄
모든 빔에 사용할 펄스 지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다
음과 같습니다.
a CW(Continuous Wave, 연속파)
b LFM(Linear Frequency Modulated wave, 선형 주파수 변조파)
빔 Tx 배 열 )
7 Order Beam Tx By(빔
다음 배열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빔 번호)
• Beam Number(빔
빔 번호 0, 1, 2, 3이 첫 번째 그룹으로 전송되고, 이어서 4, 5, 6, 7 등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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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오 름 순 )
• Increasing Steering(조

최대 이물 각도를 지닌 빔이 먼저 전송되고, 이어서 조향이 감소하는 순
서대로 전송됩니다.
조향 내 림 순 )
• Decreasing Steering(조

수직에서 가까운 빔이 먼저 전송되고, 이어서 조향이 증가하는 순서대
로 전송됩니다.
8

그룹 내 빔 의 수 )
# Beams in Group(그

각 그룹별로 전송할 빔의 수를 선택합니다. 유효한 선택은 1에서 4까지입니
다. 각 그룹별로 더 적은 수의 빔을 사용하면 소스 레벨이 증가합니다. 그 증
가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 그룹별 빔의 수를 줄임에 따라 시스템의 불감
지대가 증가합니다.
Tx Amplitude Plot(Tx 진폭 플롯)을 사용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송신 펄스를

볼 수 있습니다.
9

소스 레 벨 증 가 )
Source Level Increase(소

한 그룹 내 빔의 수가 줄어들면 소스 레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파라
미터는 이러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10 Fc Factor(Fc 팩 터 )
Fc Factor(Fc 팩터)는 ME70의 신호 처리에 사용되는 푸리에 계수의 수에 영향
을 미칩니다. 더 많은 푸리에 계수(더 높은 Fc 팩 터 )를 사용하면 시간/범위에

서 사이드로브를 감소시키지만, 처리 부하를 증가시키기도 하여 최대 핑 속
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핑 속도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가능한 한 높은 Fc 팩 터 를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특히 해저면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Fc 팩 터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이 최대 값인 4이므로 1.5 미만의 값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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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기준 빔 탭

목적
Reference Beams(기준 빔)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2개의 기준 빔을 활성화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은 활성화된 기준 빔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를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2개의 기준 빔은 각각 A와 B로 식별됩니다.
이 대화 상자의 주파수 파라미터들 중 하나가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에
서 선택한 주파수 대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주파수 파라미터는 시스템에 의해 무
시될 수 있습니다. 기준 빔에 대한 펄스 길이 및 펄스 형태 파라미터는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을 사용해 팬의 빔들로 제어됩니다.
파라미터
1

활성 화 )
Activate(활

클릭하면 기준 빔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주파수

기준 빔이 사용할 중심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3

이 물 빔 개 방 각 도)
Athwart Beam Opening Angle(이

요청된 빔 개방을 Y 방향(수직)에서 선택합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면 시
스템이 반응해 빔 개방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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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물 빔 개 방 각 도 )
Along Beam Opening Angle(고

요청된 빔 개방을 X 방향(수평)에서 선택합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면 시
스템이 반응해 빔 개방을 확보합니다.
5

이물 조 향 각 도 )
Athwart Steering Angle(이

요청된 빔 조향을 Y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6

고물 조 향 각 도 )
Along Steering Angle(고

요청된 빔 조향을 X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7

기 준 빔 을 별 도 의 그 룹 을 통 해 전 송)
Transmit Reference Beams in separate groups(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준 빔이 별도의 전송 그룹에 배치되어 소스 레벨이
증가하는데, 이는 그룹의 크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송으로 인해 총 불감 지대가 최대 2개의 펄스 지속 시간만
큼 증가합니다.
빔 모드 - 빔의 팬 탭

목적
Fan of Beams(빔의 팬) 탭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음향 팬의 빔을 활성화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설명
ME70 시스템은 활성화된 팬 빔이 없거나 1개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배는 이
탭의 빔 간격 파라미터 구성, 그리고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에서 선택한
파라미터에 따라 계산됩니다. 펄스 길이 및 펄스 형태 파라미터는 모든 빔에 공통
이며,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에서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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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활성 화 )
Activate(활

클릭하면 빔의 팬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팬 내 빔의 수)
# of Beams in Fan(팬
Fan of Beams(빔의 팬) 필드에 필요한 팬 내 빔의 수를 입력합니다. Split
Beam(분할 빔) 필드에 분할 빔의 수를 입력합니다. 모든 빔을 분할 빔으로 원

한다면 해당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3

모든 빔 을 분 할 빔 으 로 )
All beams to be split beams(모

보정 중에 클릭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일시적으로 모든 빔
을 분할 빔으로 변환하여 빔들이 보정에 적합하게 만들어 줍니다.
4

이물 빔 개 방 각 도 )
Athwart Beam Opening Angle(이

필요한 만큼의 빔 개방(단위: 도)을 Y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반응해 빔 개방을 확보합니다. 그 각도는 팬 중앙에 위치
한, 수직으로 가리키는 빔에 필요한 개방으로 해석됩니다.
5

고물 빔 개 방 각 도 )
Along Beam Opening Angle(고

필요한 만큼의 빔 개방을 X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반응해 빔 개방을 확보합니다. 그 각도는 팬 중앙에 위치한, 수직으
로 가리키는 빔에 필요한 개방으로 해석됩니다.
6

팬의 이 물 중 앙 )
Athwart Centre of Fan(팬
Fan of Beams(빔의 팬) 필드에서 팬의 중앙 빔에 필요한 조향 각도(단위: 도)
를 선택합니다. Split Beam(분할 빔) 필드에 중앙 빔에 대한 조향 각도를 입
력합니다. 그 조향 각도는 Split Beam(분할 빔) 필드에서 중앙 빔이 될 팬 내

빔의 관점에서 선택됩니다.
7

팬의 고 물 중 앙 각 도 )
Along Centre Angle of Fan(팬

팬의 모든 빔에 필요한 조향을 X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8

빔 간격 선택)
Beam Spacing Alt(ernatives)(빔

빔 간격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공간 분배 개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a

선형 )
Linear(선

이 옵션을 선택하면 팬의 모든 빔에 대한 중앙 각도 사이의 간격이 동일
합니다.
b

최적 )
Optimized(최

팬 내 빔에 대한 중앙 각도의 간격은 각 빔의 개방 각도에 따라 달라
집니다.
c

수동 )
Manual(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조향 각도를 수동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빔 모
드에 대한 XML 파일 설명이 사용됩니다.
9

빔 간격 선형)
Beam Spacing Linear(빔

선형 빔 간격 모드와 함께 사용될 중앙 각도의 필요 간격(단위: 도)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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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간격 최적화)
10 Beam Spacing Optimized(빔
Optimized beam spacing(최적 빔 간격) 모드를 통해 중앙 각도의 개별 간격
을 계산할 때 사용될 로브 상의 필요 수준을 선택합니다. 값은 dB 단위로
입력됩니다.

빔 모드 - 보정 탭

목적
Calibration(보정) 탭에서는 현재 선택된 빔 모드 상태에서 ME70이 작동되는 동안

사용할 보정 모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명
빔 모드는 초기에 자신의 공칭 성능에 대한 계산을 마치고, 0dB 교정이 이루어진
계수의 집합이 설정됩니다. 보 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 대
한 보정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됩니다.
현재 활성화된 보정 모드는 이 탭을 열 때 강조 표시됩니다. 다른 보정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Apply(적용)을 클릭하거나 대화
상자를 닫으면 최근에 강조 표시된 보정 모드가 선택됩니다. 각 보정 모드에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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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주파수 플롯 탭

목적
Frequency Plot(주파수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해 주파수

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설명
이 플롯을 사용하면 선택한 주파수/공간 분배 모드를 기반으로 하여 주파수 배분
이 예상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의 색 구분을 사용해 팬 내 분
할 빔들이 예상 위치에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란색: 정상 빔
• 검은색: 분할 빔
• 빨간색: 기준 빔
세로 막대는 각 빔에 대한 최대 대역폭(Bfc)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배 개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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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빔 방향 플롯 탭

목적
Beam Directions Plot(빔 방향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해

이론 개방 각도 및 조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설명
이 플롯을 사용하면, 선택한 빔 간격 모드를 기반으로 하여 개방 각도 및 조향이
예상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의 모든 빔들에 대해 동일한 어레
이 가중치를 사용하므로, 할당된 주파수 및 조향의 차이는 서로 다른 이론 개
방 각도를 만듭니다. 빔의 색 구분을 사용해 팬 내 분할 빔들이 예상 위치에 자
리를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란색: 정상 빔
• 검은색: 분할 빔
• 빨간색: 기준 빔
자세한 정보는 분배 개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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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가중치 집합 플롯 탭

목적
Weight Set Plot(가중치 집합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사용

되는 가중치 어레이를 나타냅니다.

설명
이 플롯을 사용하면, 가중치 어레이가 예상대로 되었는지, 현재 선택된 빔 개방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롯 아래에 있는 체크 박스를 이용해
빔의 팬, 기준 빔 A 또는 기준 빔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은색: 빔 가중치
• 빨간색: 분할 가중치
자세한 정보는 어레이 가중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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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빔 패턴 플롯 탭

목적
Beam Pattern Plot(빔 패턴 플롯) 탭은 현재 선택된 빔 모드에서 모든 빔에 대해

설정된 이론 빔 패턴을 나타냅니다. 빔 패턴은 팬의 모든 빔에 유효하도록 상
대적인 규모로 플롯되어 있습니다.

설명
이 플롯을 사용하면, 선택한 빔 개방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 빔 패턴이 예상대
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롯 아래에 있는 체크 박스를 이용해 빔의
팬, 기준 빔 A 또는 기준 빔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은색: 빔 패턴
• 빨간색: 분할 패턴
자세한 정보는 어레이 가중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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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 빔 지연 플롯 탭

목적
Beam Delay Plot(빔 지연 플롯) 탭은 이 모드에서 서로 다른 빔들의 전송 순서를 표

시합니다. 지연 시간이 동일한 빔들은 같은 그룹으로 전송됩니다.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빔들이 먼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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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 드 - Tx 진 폭 플 롯 탭

목적
Tx Amplitude Plot(Tx 진폭 플롯) 탭은 서로 다른 전송 그룹으로 전송되는 주파

수(빔)의 이론적 총합을 나타냅니다.

설명
이 플롯은 트랜스듀서 중앙의 가상 요소에 대한 신호를 보여줍니다. 실제 신호 합
계 및 수준은 빔 조향으로 인해 서로 다른 빔의 위상, 그리고 요소 가중치로 인한
각 요소의 진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는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의 New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한편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는 Setup(설정) 메뉴에
서 열립니다.

목적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를 통해 새 빔 모드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

니다. 그 이름은 반드시 1개의 철자로 시작해야 하며 “/“ 문자는 포함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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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수치 뷰 대화 상자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는 Numerical(수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립니다.

목적
Numerical View(수치 뷰) 대화 상자는 Numerical(수치) 뷰에 표시할 정보를 선

택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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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Numerical(수치) 뷰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를
연 다음 메뉴에서 Numerical View(수
치 뷰)(수치)를 클릭합니다. 알고 싶
은 정보 앞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그 밖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umerical(수치) 뷰 설명을 참조하
십시오.
관련 항목
• 수치 필드 134 페이지

재생 파일 대화 상자
Operation(작동) 하위 메뉴의 Replay File(재생 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Replay File(재
생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Operation(작동) 버튼은 Operation(작동) 메뉴에 있습니다.

목적
Replay File(재생 파일) 대화 상자의 목적은 재생에 사용할 파일을 선택하는 것입

니다. 나열된 파일 이름은 재생 중에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며, 각 파일은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과 날짜로 식별됩니다.
설명
ME70에는 재생용 예
제 파일이 몇 개 제공
됩니다. ME70의 기록
기능을 통해 파일을 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재생하
려면 우선 Operation(작
동) 메뉴에서 재생 모드
를 선택한 다음, Replay
File(재생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Replay(재생)
대화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통해 재생을 위한 활성 파일 목록에 하나 이상의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oop(루프)를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을 연속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파일을 삭제하려면 그냥 파일 이름을 클릭한 다음 Remove(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이 목록에서 제거되지만 하드 디스
크에서도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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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파일 )
Files(파

이 목록에는 재생을 위해 설치된 파일 중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이 표시
됩니다.
2

추가 )
Add(추

재생 목록에 파일을 더 추가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을 위한
표준 운영 체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제거

목록에서 파일을 제거하려면 재생 목록에서 제거할 파일을 클릭한 다음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이 목록에서 제거되지만 하드 디스
크에서도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팁

하드 디스크에서 재생 파일을 제거하려면 운영 체제 파일 프로그램을 사
용해야 합니다.
4

루프 )
Loop(루

ME70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고 현재 선택된 재생 파일을 반복 재생하도
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관련 절차
• 원시 데이터 저장 55 페이지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관련 항목
•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페이지
• 작동 기능 189 페이지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그 밖에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뷰의
Echogram(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를 사용하
여 출력 범위를 지정합니다.
목적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

코그램) 뷰에 대한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이 대화 상자에서 지정하는 파라미터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일 때만 실행됩니다.
대화 상자를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열 경우에는 제목과 범위 설정이 해수
면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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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자를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열 경우에는 제목과 범위 설정이 해저
면과 관련됩니다.
팁

에코그램 뷰에서는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 및 Start Range(시작 범위) 버튼을
이용하여 비슷한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
이 파라미터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일 때 시작 수심을 조정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에코그램이 선택한 시작 수심부터 해저면까지 에코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지만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이기 때문에 해저면은 평평하게 보입
니다. 수직 확장은 Range(범위) 값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양의 값은 항상 하향
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Start Relative Bottom(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을
음의 값으로 설정할 경우 범위 값으로 수직 확장을 지정하면 해저면 위의
이 값부터 에코그램이 시작됩니다.

예 9 Start Relative Bottom( 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 )
해저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elative Bottom(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 값
을 -5m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해저면 위 5m 지점부터 에코그램이 시
작됩니다. Range(범위)를 5m에 10을 합산한 15m로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수심 위 5m부터 시작하여 해저면 “아래“ 10m까지 영역을
표시합니다. 해저면은 평행선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에코그램의 시작 수심은 Main(주) 메뉴의 Start Range(시작
범위) 파라미터에서 지정합니다. 에코그램 유형은 Echogram(에코그램) 대
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범위

이 파라미터는 수심 범위를 조정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수직 범위의 시작 수심으로는 항상 Start Relative Surface(상
대 해수면의 시작 수심)와 Start Relative Bottom(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 값으
로 지정한 현재 수심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범위(양의 값 사용)에 따
라 이 시작 수심부터 해저면 방향으로 수직 확장이 결정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에코그램의 범위는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 파라미
터에서 지정합니다.
3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현재 ME70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 시작 범위 기능 18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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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파일 출력 - 처리된 데이터 탭 249 페이지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Echogram(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에

서도 열 수 있습니다.
목적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

코그램) 뷰의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
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설명
이 대화 상자에서 지정하는 파라미터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일 때만 실행됩니다.
대화 상자를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열 경우에는 제목과 범위 설정이 해수면
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열 경우에는 제목과 범위 설정이 해저면
과 관련이 있습니다.
팁

에코그램 뷰에서는 Main(주) 메뉴의 Range(범위) 및 Start Range(시작 범위) 버튼을
이용하여 비슷한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1 상대 해수면의 시작 수심
이 파라미터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일 때 시작 수심을 조정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에코그램이 지정한 시작 수심부터 해저면 방향으로 에코를 표
시합니다. 수직 이미지는 Range(범위) 값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Range(범
위) 값이 현재 수심보다 클 경우에는 에코그램이 해저면에 이르는 모든 영역
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Range(범위) 값이 현재 수심보다 작으면 에코그램에
적용되는 수직 범위가 제한됩니다.

예 10 상대 해수면의 시작 수심
해수면 에코그램에서 Start Relative Surface(상대 해수면의 시작 수심) 값
을 0m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됩니다(단,
트랜스듀서 오프셋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Range(범위)를 현재 수
심에 20m를 합산해 설정합니다. 이제 에코그램이 해수면부터 시작하여
해저면 “아래“ 20m에 이르는 영역을 표시합니다. 수심이 바뀌더라도
해저면 윤곽이 쉽게 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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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이 파라미터는 수심 범위를 조정합니다.
3

모두 에 적 용 )
Apply to all(모

변경 사항을 현재 ME70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코그램에 적용하려면 이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에코그램 필드 130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페이지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는 File Output(파일 출력) 및 Ethernet
Output(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에서 열립니다.

목적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는 출력할 EK500 데이터그램을 지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대화 상자의 변경 사항은 EK500 데이터의 이더넷 및
파일 출력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설명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는 데이터 내보내기 속성을 설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이 3개 있
습니다.
1 데이터그램
이 탭에서는 파일 또는 이더넷 회선을 통해 출력할 데이터그램을 지정합니다.
2

범위

이 탭에서는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와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를 열어 에코그램, 에코 추적, 샘플 데이터 데이터그램의 수직 범위
를 지정합니다.
3

에코그램

이 탭에서는 에코그램 데이터그램의 해수면 및 해저면 값의 수를 지정합니다.
항목
• EK500 데이터그램 - 데이터그램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범위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에코그램 312 페이지
관련 항목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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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EK500 데 이 터 그 램 - 데 이 터 그 램

목적
이 탭에서는 파일 또는 이더넷 회선을 통해 출력할 데이터그램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1

데이터그램

이용할 수 있는 출력 데이터그램이 모두 나열됩니다. 각 출력을 클릭하
면 활성화됩니다.
2

샘플 데 이 터 )
Sample Data(샘

각도, 전력, 음향 속도, 타겟 강도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3

에코 추 적 설 정 )
Echo Trace Setup(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Echo Trace(에코 추적) 데이터그램의 파라미터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Single Target Detection(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는 활성 계층 내에 있는 단일

타겟을 탐지하기 위한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항목
• EK500 데이터그램 - 데이터그램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범위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에코그램 312 페이지
관련 항목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EK500 데 이 터 그 램 - 범 위

목적
이 탭에서는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와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를
열어 에코그램, 에코 추적, 샘플 데이터 데이터그램의 수직 범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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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해수면 범위

이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그램의 해수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
을 클릭하면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Surface Range(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수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의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EK500 datagram(EK500 데이터그램) 출력을 설정할 때 File Output(파일
출력) 대화 상자에서 이런 파라미터에 액세스합니다.
2

해저면 범위

이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그램의 해저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
을 클릭하면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Bottom Range(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는 해저면 관련 에코그램에서
Echogram(에코그램) 뷰에 대한 수직 수심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항목
• EK500 데이터그램 - 데이터그램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범위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에코그램 312 페이지
관련 항목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EK500 데 이 터 그 램 - 에 코 그 램

목적
이 탭에서는 에코그램 데이터그램의 해수면 및 해저면 값의 수를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1

해수면 값의 수

에코그램의 표층 영역에서 내보낼 에코그램 샘플 수를 선택합니다.
Olex 시스템으로 올바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를 500으로 설정하
십시오.

2

해저면 값의 수

에코그램의 해저면 영역에서 내보낼 에코그램 샘플 수를 선택합니다.
3

TVG Type(TVG 유 형 )
Echogram(에코그램) 데이터그램의 데이터에 사용할 TVG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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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EK500 데이터그램 - 데이터그램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범위 311 페이지
• EK500 데이터그램 - 에코그램 312 페이지
관련 항목
•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페이지
•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페이지
•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페이지
•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페이지
•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페이지
•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페이지

메시지 대화 상자
목적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에서는 ME70의 메시

지를 읽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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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 버
튼이 깜박이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게시된 것을 나
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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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ME70에 게시되는 메시지는 모든 유형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관련
이 있거나 작동 조건에 대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제 목 표 시 줄 의 Message(메시지) 아이콘을 통해 플래그 처리됩니
다.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메시지는 중요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rrors(오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ME70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System alarms(시스템 경보): ME70 시스템 또는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와 관련이 있습니다.
3

Operational alarms(작동 경보): 환경 조건이나 인터페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외적인 이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4

Warnings(경고): 작동 경고입니다.

5

Information(정보): 작동 이벤트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팁

ME70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드 디스크의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
다. 이상 동작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파일이 Simrad 지원 부서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이러한 로그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십시오.
파라미터
1

현재 메시지

메시지 텍스트는 보이는 메시지보다 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읽으려
면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텍스트가 아래 텍스트 필드로 복사됩니다.
2

승인 )
Acknowledge(승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메시지가 승인됩니다.
3

삭제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4

모두 삭 제 )
Delete All(모

클릭하면 현재 목록(탭)의 새로운 메시지가 모두 삭제됩니다.
관련 항목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시스템 메시지 처리 109 페이지
•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1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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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에서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목적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선택한 직렬 또는 이더넷(LAN) 포트의

통신 스트림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수신 메시지(Rx data(RX

데이터)용 텍스트 필드와 발신 메
시지(Tx data(Tx 데이터)용 텍스트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필드와 사용자의 데이터 통신 전문
성을 통해 텔레그램을 살펴봅니다.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는 디버깅을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ME70의 정상 작동에 필요
하거나 이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파라미터
1

Tx data(Tx 데 이 터 )

이 텍스트 창에는 ME70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 통
신이 표시됩니다.
2

Rx data(Rx 데 이 터 )

이 텍스트 창에는 외부 센서
(측정 기기)나 주변 시스템에
서 ME70으로 수신되는 데이
터 통신이 표시됩니다.
3

자동 업 데 이 트 )
Auto update(자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필드가 계속 업데이트됩니
다. 현재 정보를 동결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선택 해제하여 자
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십시오.
4

진수 표 시 )
Hex display(16진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텍스트 필드의 정보가 16진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5

삭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필드가 지워지고 새로운 통신 데이터가 스트
리밍됩니다.
6

현재 포 트 )
Current port(현

다른 직렬 또는 LAN 포트로 변경하려고 할 때 I/O Setup(I/O 설정) 대화 상자
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원하는 통신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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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상 상단에 고정

이 기능은 Port Monitor(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를 데스크탑의 다른 대화 상
자나 시스템 이미지보다 우선하여 정렬합니다.
관련 항목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페이지
•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페이지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LAN Port Setup(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다음 대화 상자에서 Setup(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목적
LAN Port Setup(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외부 센서(기기 측정) 또는 주변 시스

템과의 이더넷(LAN) 통신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이더넷(LAN) 통신은 GPS 같은 외부 센서에 연결하여 항해 데이터를 수신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통신 포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파라미터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1 로 컬 IP 주 소
로컬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페이스 보드가 여러 소켓을 지원할 때도 각 이더넷 보드
에는 고유 IP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
용 가능한 주소 목록이 제공됩니다.
2 통신 모드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또는 Point-to-Point(지점 간)를 선택합니다.
Broadcast(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ME70에서 어떤 수의 원격 시스템
으로든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를 통해서만 이들 시스템
으로 전송 됩니다. 즉, 원격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신할 뿐 ME70은 응답 또
는 확인 응답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Point-to-Point(지점 간) 모드는 ME70이 물리적으로는 단 하나의 원격 시스템
에만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영구적 지점 간 네트워크의 가치
는 두 ME70과 원격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래서 완전한 양방향 통신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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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 격 IP 주 소

원격 컴퓨터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수신 전용으로 데이터 통신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의 출력을 설정하려면 IP 주소 255.255.255.255
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폐쇄 네트워크에서 지점 간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IP 주소를 수동으
로 입력해야 합니다.
4

원격 포 트 (UDP))
Remote port (UDP) (원

로컬 네트워크 포트를 지정합니다. ME70은 이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은 이 포트 번호를 “청
취“합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Serial Port Setup(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다음 대화 상자에서 Setup(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열립니다.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목적
Serial Port Setup(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는 외부 센서(기기 측정) 또는 주변 시

스템과의 직렬 통신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명
직렬 포트는 해상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ME70과 외부 시스템 간 직렬 회선을 설정할 때는 각 종단 파라미터가 정확하
게 일치해야 합니다.
NMEA[1] 직렬 통신을 위한 표준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표준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1.

“NMEA” 는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의 약 어 입 니 다 .
http://www.nmea.org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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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1

COM 포 트

이 텍스트 필드는 컴퓨터의 현재 통신 포트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

전송 속도

이 항목을 사용하여 직렬 통신에 필요한 전송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MEA 통신에 대해 정의된 표준 전송 속도는 4,800보입니다.
3

데이터 비트

이 항목을 사용하여 직렬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 비트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MEA 통신의 표준 데이터 비트 수는 8입니다.
4

패리티

이 항목을 사용하여 직렬 통신에 필요한 패리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MEA 통신의 표준 패리티는 None입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 I/O 설정 대화 상자 274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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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합니다.
항목
•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정보 320 페이지
• 수심 측량 시스템의 작동 절차 320 페이지
• 수심 측량 모드 323 페이지
• 수심 측량 작동 파라미터 제어 324 페이지
•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보정 325 페이지
•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 정보 326 페이지
• 수심 측량 하드웨어 요건 3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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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정보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중 목적 멀티빔 에코 사운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
스템은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어업 연구를 위한 보정된 분할 빔을 갖춘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
• 해저 매핑을 위한 하이드로그래픽 멀티빔 에코 사운더 시스템

이 두 가지 주요 기능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Simrad ME70 빔포머와 함께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하이드로
그래픽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빔의 팬이 생
성됩니다. 이 빔들은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에 의해 처리됩니다. Kongsberg
Maritime AS가 제공하는 하이드로그래픽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첨단 해저 탐지 컴퓨터입니다.
해저 탐지 컴퓨터가 생성하는 측심은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과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하이드로
그래픽 멀티빔 에코 사운더와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SIS 응용 프로
그램은 ME70의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해 전체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동 측면에서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ME70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는 Kongsberg Maritime AS가 제공하는 하이드로그래픽 멀티빔 에코 사운더
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와 동일합니다.
수심 측량 조사 과정 중에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는 수심 측량 조
작자 스테이션과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격으로 제어
됩니다. SIS 응용 프로그램은 수심과 스와스 폭을 기반으로 하여 ME70이 샘플링
하는 범위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로 인해 작동 중에 전송 속도가 달라집니다.

수심 측량 시스템의 작동 절차
이 섹션에서는 ME70이 제공하는 수심 측량 옵션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

수심 측량 시스템은 옵션입니다 .
항목
• 수심 측량 시스템 전원 켜기 321 페이지
•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기 321 페이지
• 수심 측량 모드 변경 3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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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시스템 전원 켜기
목적
이 절차는 수심 측량 시스템의 전원을 켜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수심 측량 조사 과정 중에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는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과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격 제어됩니다.
절차
1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를 시동합니다.

2

ME70의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에 전원을 켜고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
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기
목적
이 절차는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인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을 시작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이 절차의 모든 단계들은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에 설치된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됩니다.

노트

모든 ME70 런타임 작동 제어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 (SIS) 에서 이루어집니
다 . 작동에 관한 상세 정보는 관련 SIS 조작자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을 참
고하십시오 .
절차
1

에코 사운더를 검색합니다.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가 풀다운 메뉴에 표시되지 않으면,
Rescan(재검색) 버튼을 클릭해 에코 사운더 검색을 시작합니다.

2

메뉴에 있는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 연결합니다.

3

Installation and Test(설치 및 테스트) 화면을 열어 ME70 Specific(ME70 전용) 탭
을 클릭합니다.

4

ME70 Mode(ME70 모드) 필드에서 원하는 작동 모드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5

Installation and Test(설치 및 테스트) 화면 상단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6

ME70 Operation(ME70 작동) 필드에서 Connect(연결)를 클릭합니다.
노트

ME70 과학용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 연결하는 데는 1 분 이상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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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umeric(수치) 화면에 다음 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ME70 connected

ME70 연결에 실패한 경우 빨간색 필드가 Numeric(수치) 화면에 표시됩니다.
8

핑을 시작합니다.

수심 측량 모드 변경
목적
이 절차는 수심 측량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이 절차의 모든 단계들은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에 설치된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됩니다.

노트

모든 ME70 런타임 작동 제어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 (SIS) 에서 이루어집니
다 . 작동에 관한 상세 정보는 관련 SIS 조작자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을 참
고하십시오 .
절차
1

Installation and Test(설치 및 테스트) 화면을 열어 ME70 Specific(ME70 전용) 탭
을 클릭합니다.

2

ME70 Mode(ME70 모드) 필드에서 새 작동 모드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3

Installation and Test(설치 및 테스트) 화면 상단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트

모드 변경에는 1 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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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모드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4개의 빔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Bath_EA_long
• Bath_ED_long
• Bath_EA_short
• Bath_EA_short
펄스 지속 시간이 768µs인 “long” 모드는 100m 이상의 수심에서 사용됩니다.
펄스 지속 시간이 384µs인 “short” 모드는 200m 미만의 수심에서 사용됩니다.
“EA”(EquiAngle, 등각) 모드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에서 200 등거리 측심
으로 고밀도 출력을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ED”(EquiDistant, 등거리) 모드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에서 81 등거리 측
심으로 출력을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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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작동 파라미터 제어
수심 측량 조사 과정 중에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는 수심 측량 조작자 스
테이션과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격 제어됩니다. 그
러나 다음 파라미터는 수심 측량 조사 과정 중에 여전히 ME70 조작자 스테이션에
서 또는 이 스테이션에 대한 원격 제어로 제어됩니다.
• 핑 모드
• 핑 간격
• 외부 동기화
• 음속 프로파일 로딩
• 경보 한계 프로파일/프로브 설정
• Tx 전력 제어
• 트랜스듀서에 대한 도구 오프셋 롤 및 피치 보정 값
• BITE
• 메시지 시스템
• 원시 데이터 기록
관련 항목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 핑 모드 기능 191 페이지
• 동기화 대화 상자 216 페이지
•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269 페이지
• 음속 포트 대화 상자 270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 TX 전력 기능 194 페이지
• 메시지 대화 상자 3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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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보정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 시스템을 보정
해야 합니다.
피치 보 정
롤 /피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 시스템은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문서에
기술된 대로 롤과 피치를 보정해야 합니다. 롤 및 피치 보정 결과 값을 트랜스듀
서에 대한 현재 도구 오프셋 값에 추가로 입력합니다.
• ax – 롤
• ay – 피치
타 겟 강 도 (TS) 및 후 방 산 란 보 정
타겟 강도(TS) 및 후방 산란 보정을 위해서는 기타 빔 모드와 같은 방식으로 수
심 측량 모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ME70 보정 1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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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
그램 정보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용 프로그램은 Kongsberg Maritime AS에서 멀티

빔 에코 사운더를 납품할 때 항상 포함됩니다. SIS 응용 프로그램은 NMEA 형
식으로 출력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일 빔 에코 사운더나 독립형 내비게이션 시
스템이 산출하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SIS는 Microsoft Windows®뿐만 아니라 Linux 운영 체제에서도 작동하며, 하이드
로그래픽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와 호환됩니다. 1개 또는 2개의 화면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보안 키('동글')로 제어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기본/도구 제어
• 멀티빔 에코 사운더 지원
• 실시간 데이터 클리닝
• 수주 이미징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의 설계는 민간 및 군사 용도의 에코 사운더, 소나, 수

중 위치 측정과 관련된 50년 이상의 하이드로그래픽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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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하드웨어 요건
수심 측량 시스템은 표준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 2가지 추가 장치를
제공합니다.
•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
•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은 신호 처리 및 기능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 유닛은
ME70 조작자 스테이션에서 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ME70 트랜시버 유닛
의 하단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에도 연
결되어 있습니다.

수심 측량 프로세서 유닛은 물리적으로 ME70 트랜시버 유닛의 하단에 위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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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
수심 측량 조작자 스테이션은 HWS10 하이드로그래픽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 유닛의 주된 작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하이드로그래픽 시스템의 막중한 처리 요건과 고속, 대용
량 데이터 스토리지 요건에 맞는 사양을 갖추었습니다. Kongsberg Maritime EM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서 사용되는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실시간 작동 소
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응

용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특
수 실시간 기능이 있습니다.
• 측심 데이터 그리딩
• 측심 데이터 필터링
• 측심 데이터의 3D 시각화
• 해저 및 수주에서 얻는 고해상
도 후방 산란 데이터의 저장 및
시각화
파티션이 분할된 시스템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2개의 운영 체제(Linux 및 Microsoft
Windows XP®)로 제공됩니다. 컴퓨터 부팅 중에 어떤 운영 체제를 사용할지 결
정할 수 있습니다.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소프트웨어는 공장에서 두
운영 체제를 설치 및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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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이 장에서는 Simrad ME70이 제공하는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메시지
에 대해 짧은 설명 및/또는 권장 작업이 제공됩니다.
나열된 메시지들은 Simrad ME70의 전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작동이 발
생할 경우 표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메시지들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의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이메일 주소
simrad.support@simrad.com을 통해 Simrad에 알려주십시오.
항목
• 메시지 대화 상자 330 페이지
• 모든 메시지 332 페이지
– ADA 메시지 333 페이지
– ADE 메시지 333 페이지
– AGE 메시지 334 페이지
– AJD 메시지 334 페이지
– AJH 메시지 335 페이지
– APA 메시지 335 페이지
– APC 메시지 336 페이지
– APE 메시지 337 페이지
– APF 메시지 339 페이지
– APL 메시지 339 페이지
– AWB 메시지 340 페이지
– AXC 메시지 340 페이지
– AXG 메시지 341 페이지
– AXH 메시지 341 페이지
– BDA 메시지 342 페이지
– BDD 메시지 344 페이지
– BDG 메시지 346 페이지
– BDH 메시지 348 페이지
– BEB 메시지 3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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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대화 상자
목적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에서는 ME70의 메시

지를 읽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Messages(메시지) 대화 상자

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 버
튼이 깜박이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게시된 것을 나
타냅니다 .

설명
ME70에 게시되는 메시지는 모든 유형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관련
이 있거나 작동 조건에 대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제 목 표 시 줄 의 Message(메시지) 아이콘을 통해 플래그 처리됩니
다.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메시지는 중요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rrors(오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ME70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System alarms(시스템 경보): ME70 시스템 또는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와 관련이 있습니다.
3 Operational alarms(작동 경보): 환경 조건이나 인터페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외적인 이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4 Warnings(경고): 작동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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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formation(정보): 작동 이벤트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팁

ME70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드 디스크의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
다. 이상 동작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파일이 Simrad 지원 부서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이러한 로그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십시오.
파라미터
1

현재 메시지

메시지 텍스트는 보이는 메시지보다 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읽으려
면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텍스트가 아래 텍스트 필드로 복사됩니다.
2

승인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메시지가 승인됩니다.
3

삭제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4

모두 삭 제 )
Delete All(모

클릭하면 현재 목록(탭)의 새로운 메시지가 모두 삭제됩니다.
관련 항목
• 제목 표시줄 120 페이지
• 시스템 메시지 처리 109 페이지
•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1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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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메시지
모든 메시지는 그룹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항목
• ADA 메시지 333 페이지
• ADE 메시지 333 페이지
• AGE 메시지 334 페이지
• AJD 메시지 334 페이지
• AJH 메시지 335 페이지
• APA 메시지 335 페이지
• APC 메시지 336 페이지
• APE 메시지 337 페이지
• APF 메시지 339 페이지
• APL 메시지 339 페이지
• AWB 메시지 340 페이지
• AXC 메시지 340 페이지
• AXG 메시지 341 페이지
• AXH 메시지 341 페이지
• BDA 메시지 342 페이지
• BDD 메시지 344 페이지
• BDG 메시지 346 페이지
• BDH 메시지 348 페이지
• BEB 메시지 3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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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메시지
[AAA1] Error reading configuration file

ME70이 시스템 시작 중에 구성 파일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중요
한 작동 설정값이 손실되었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ME70은 기본값으로 작
동을 계속합니다.
노트

이 오류는 ME70 프로그램을 올바른 방식으로 닫지 않고 프로세서 유닛의 전원을
먼저 끄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 끄기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
새 구성 파일은 기본 설정값으로 자동 구축되었습니다. 이전 파일은 .corrupted
라는 확장자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 사용자들은 세부 내용을 위해 디버
그 로그를 조사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 조치:
• 주변 기기에 대한 모든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필요 시 오류를 교정합니다.
• 모든 작동 파라미터를 점검하고 필요 시 모든 오류를 교정합니다.
• 필요한 모든 설정값으로 ME70을 복구할 수 없으면 Simrad의 고객 지원 부
서로 연락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ADA 메시지
[ADA1] LaunchComponents - Error(s) occurred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ME70이 시작될 때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
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가 교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오류가 계속되면 디버그 로그를 확보해 Simrad로 보내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112 페이지

ADE 메시지
[ADE1] LaunchComponents - Error(s) occurred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ME70이 시작될 때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
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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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그 파일을 보면 어떤 구성 요소에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애가 생성 시
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작 시에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성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십시오.
권장 조치:
• ME70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ME70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재설치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로그 파일에 액세스하여 기존 메시지 검색 110 페이지
•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112 페이지

AGE 메시지
[AGB1] Failed to create file

ME70이 기록하고자 하는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권장 조치:
• 컴퓨터 및/또는 로깅 시스템의 폴더 구조를 점검합니다. 관련 폴더가 쓰기 금
지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가 꽉 찬 것입니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AGB2] Too little space. ‘n’ Mb left on ‘x’ drive

ME70의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권장 조치:
• 데이터 저장을 위해 다른 디스크를 선택하거나 추가 데이터 기록을 위해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라미터 정의 53 페이지

AJD 메시지
[AJD1] Ts values over 0dB not shown in Single Target Distribution:

타겟 강도 데이터에 대한 내부 히스토그램이 -100dB~0dB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40 Log 게인은 너무 낮아서 표시된 히스토그램이 이 범위를 초과합니다.
권장 조치:
• 40log 게인 설정을 조정합니다.
관련 항목
• 게인 조정 7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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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메뉴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조정하기 74 페이지
[AJD2] Ts values below -100dB not shown in Single Target
Distribution:

타겟 강도 데이터에 대한 내부 히스토그램이 -100dB~0dB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40Log 게인은 너무 높아서 표시된 히스토그램이 이 범위를 초과합니다.
권장 조치:
• 40log 게인 설정을 조정합니다.
관련 항목
• 게인 조정 73 페이지
• 활성 메뉴에서 TVG 게인 ( 후방 산란 ) 조정하기 74 페이지

AJH 메시지
[AJH1] View failed to subscribe on echogram and will be empty

에코그램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Inactive(비활성) 모드로 전환한 다음, Normal(정상)로 되돌립니다.
• ME70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 ME70 프로세서 유닛을 다시 시작합니다.
• ME70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재설치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112 페이지

APA 메시지
[APA1] StartOperation failed...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rtOperation failed.
TransceiverMgr.

Returning to inactive.

Failure in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ME70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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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메시지
[APC1] Sound Speed profile value ‘x’ differs from probe value ‘y’

이 메시지는 현재 빔 모드에 등록된 음속 프로필 값(메시지의 'x' 값)이 수중에서
프로브로 실제 측정된 값(메시지의 'y' 값)과 일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권장 조치:
• 음속을 새로 측정해 빔 모드를 업데이트합니다.
관련 항목
•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97 페이지
[APC2] Mismatch in file name and content...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Mismatch in file name and content of BeamConfiguration xml file:
ConfigurationName.xml:

빔 구성 파일에는 파일 이름과 동일한 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변경된 파일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권장 조치:
• Beam Mode Administration(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를 사용해 구성 파일을 생
성 또는 삭제합니다.
어떤 이유로 구성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일에서 가장 바깥쪽
키의 이름을 xml 편집기를 사용해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APC3] Unexpected length in one or more of the 12 weight arrays...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Unexpected length in one or more of the 12 weight arrays.
Configuration discarded. - “configuration name“:

지정된 빔 구성 파일에 잘못된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장 조치:
• 폴더에서 구성 파일을 삭제합니다:
Simrad/ME70BeamConfigurations

[APC4] Beam configuration warning...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Beam configuration warning, mismatch in manual frequency
allocation in ‘n’.xml

권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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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구성 파일에서 수행되는 수동 주파수 할당을 점검하십시오.
[APC6] Beam configuration: New calibration...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Beam configuration: New Calibration calibration name:
already exist, select a different name.

‘n’

새 보정 데이터에 대해 선택한 파일 이름이 이미 존재합니다.
권장 조치:
•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APC7] Error when trying to store Beam Mode...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rror when trying to store Beam Mode to xml file:

… 설명

보통 파일이나 디스크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명된 내용을 통해 문
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권장 조치:
• 다른 파일 이름 및/또는 하드 디스크로 시도하십시오.

APE 메시지
[APE1] System ready to ping but with reduced performance

빔포머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빔포머 프로그램이 ME70 트랜시버
유닛의 트랜시버 보드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노트

' 마스터 ' 트랜시버 보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
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이더넷 연결 상태가 나쁘거나 회로 기판이 불량이거나 연결 상
태가 좋지 않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권장 조치:
•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이더넷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관련 항목
[APE2] TRX error at startup

빔포머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빔포머 프로그램이 ME70 트랜시버
유닛의 '마스터' 트랜시버 보드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더넷 연결 상태가 나쁘거나 회로 기판이 불량이거나 연결 상
태가 좋지 않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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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
• 이더넷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BITE(내장 테스트 장비) 프로그램을 사용해 트랜시버 채널을 조사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APE4] Unable to connect to all TRU beamformer services

빔포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E70 프로세서 유닛
이 작동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권장 조치:
• ME70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 ME70 프로세서 유닛을 다시 시작합니다.
• ME70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재설치하십시오.
관련 항목
[APE5] Failed to turn off subrack powers

이 오류는 대부분 네트워크 오류가 원인입니다.
권장 조치:
• 모든 서브랙 파워 서플라이가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PE6] Failed to turn on subrack powers: 220V, 12V, 6V

이 오류는 대부분 네트워크 오류가 원인입니다.
권장 조치:
• 모든 서브랙 파워 서플라이가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PE7] Failed to turn on subrack powers: 75V

이 오류는 대부분 네트워크 오류가 원인입니다.
권장 조치:
• 모든 서브랙 파워 서플라이가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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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메시지
[APF1] Cannot meet ping interval requirement

ME70이 사용자가 요청한 빈도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권장 조치:
• 거리를 줄이거나 핑 간격을 늘리십시오.
관련 항목
• 범위 절차 71 페이지
• 범위 기능 185 페이지
• 핑 간격 기능 192 페이지
[APF2] Timeout waiting for external sync signal

외부 동기화 시스템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권장 조치:
• 지원 부서에 연락해 외부 동기화 시스템과 ME70 간의 케이블 배선 점검을 요
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외부 인터페이스 절차 89 페이지
[APF3] Synchronisation event received, enabling synchronisation

[APF2]에서 보고된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권장 조치:
• 없음
관련 항목
• 외부 인터페이스 절차 89 페이지

APL 메시지
[APL1] Failed to communicate with Beamformer Service

멀티빔 작동 프로그램과 빔포머 프로그램 간의 통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권장 조치:
• ME70 멀티빔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ME70의 전원을 끄고 프로세서 유닛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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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 메시지
[AWB1] License string not valid for this computer.

올바른 하드웨어 ID를 생성하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시스템에 컴퓨터 및
컴퓨터와 연결될 트랜시버를 잇는 LAN(이더넷)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필요
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권장 작업:
• 필요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AWB4] No LAN Adapter active, connect cable

올바른 하드웨어 ID를 생성하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시스템에 컴퓨터 및
컴퓨터와 연결될 트랜시버를 잇는 LAN(이더넷)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필요
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권장 조치:
• 필요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AXC 메시지
[AXC1] Initializing of Serial Port ‘n’ failed

ME70이 존재하지 않는 직렬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AXC2] Initializing of LAN Port ‘n’ failed

ME70이 존재하지 않는 LAN(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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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3] Parameter change of LAN Port 1 failed

이 메시지는 LAN 포트 파라미터 변경이 실패했을 때 표시됩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AXC4] Parameter change of Serial Port 6 failed

이 메시지는 직렬 포트 파라미터(전송 속도, 패리티 등) 변경이 실패했을 때
표시됩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AXG 메시지
[AXG1] The protocol for Serial Port 1 is changed.

직렬 포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를 들어
조작반 전용 직렬 포트 1에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AXH 메시지
[AXH1] ‘x’V supply voltage outside limit detected...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x’ V supply voltage outside limit detected in TRX slot ‘n’1 =
‘v’1 , slot ‘n’2 = ‘v’2 , ... (min= vmin, max=vmax) :

‘x’는 문제가 있는 전압(6, 12 또는 75Vdc)인 반면, ‘n’은 오류를 보고한 TRX32 회
로 기판입니다. 실제로 측정된 전압은 'v'로 표시됩니다.
TRX32 회로 기판에 대한 공급 전압이 부정확합니다. +75Vdc 송신 전압에 대해 발
행된 저전압 경고는 RIO 회로 기판에서 콘덴서가 오작동되고 있음을 나타냅니
다. 필요한 절차를 따라 전원 공급을 정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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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전압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6Vdc: 5~7Vdc
• +12Vdc: 10~13Vdc
• +75Vdc: 58~80Vdc
중요

+75Vdc 송신 전압에 대해 고전압 경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 오류가 지속되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AXH2] Critical temperature detected in TRX’n’...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Critical temperature detected in TRXn1 = T1, TRXn2 =
T2,…(min=Tmin, max=Tmax):

‘n’ = 0에서 24까지 TRX 회로 기판 번호.
‘T’ = °C 단위의 측정 온도.
중요

이 메시지가 발행되면 즉시 시스템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시스
템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TRX32 회로 기판의 온도가 임계값입니다.
허용된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Minimum(최소): 3°C
• Maximum(최대): 50°C
권장 조치:
• 시스템을 즉시 중단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온도를 조정하십시오.

BDA 메시지
[BDA4] Decreasing Ping Time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ecreasing Ping Time:

‘time’

이 메시지는 빔포머 프로그램이 “예상치 않은“ 핑을 보고할 때 나타납니다. 빔포
머 프로그램 내부의 소프트웨어 문제이거나, 해당 핑 또는 그 일부가 분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변적인 '시간'은 오류가 발생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권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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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상 작동을 시도하십시오.
• ME70 빔포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DA5] Timeout waiting for SMS TRU: ‘n’

ME70 프로세서 유닛이 트랜시버(TRU)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해 20초 후에 대
기를 멈추었습니다. Maximum(최대) 또는 Interval(간격) 핑 모드인 경우에는 새
로운 핑 요청을 전송합니다.
‘SMS’는 Simrad ME70 시스템을 가리키는 보통 명칭입니다.
권장 조치:
• 먼저 정상 작동을 시도하십시오.
• ME70 빔포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DA9] Timeout waiting for NTR parameter(s)

정상 작동에 필요한 송신 파라미터가 누락되어 시간 초과 주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권장 조치:
• Inactive(비활성) 모드를 선택한 다음, Normal(정상)로 돌아가십시오.
• 빔포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ME70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DA10] Invalid replay file ‘n’

선택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ME70이
아닌 다른 제품에 의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 'n'은 파일 경로 및 이
름을 나타냅니다.
권장 조치:
• 다른 재생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관련 항목
• 원시 데이터 재생 56 페이지
[BDA11] Failed to change subscription ‘n’

구독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처리 또는 원격 제어 시스템과 같은 주
변 시스템에서 오는 구독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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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
• 외부 시스템에서 구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구독 메시지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BDA12] Failed to close data subscription ‘n’

주변 시스템의 구독 요청이 예상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Normal(정
상) 모드에서 Inactive(비활성)로 수동 전환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 주변 제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구독 메시지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BDA13] No calibration selected in BeamConfiguration

정의된 일련의 보정 값이 선택한 빔 모드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권장 조치:
•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Calibration(보정) 탭]에서 보정을 선택하십시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ME70 보정 준비 81 페이지

BDD 메시지
[BDD1] Warning from TransceiverBoard...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Warning from TransceiverBoard ’n’:

‘msg’

‘n’은 메시지를 발행한 회로 기판을 나타냅니다.
‘msg’는 TRX32 회로 기판에서 발신되는 관련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메
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 INFO Warning (m) Illegal NTR Telegram in unconnected mode:
트랜시버 보드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그 전에 먼저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b INFO Warning (m) FPA ch #c RAM check failed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보드에 대해 메시지가 반복되면 해당 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c INFO Warning (m) NoteBuf.c : NoteBuf Overflow: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d INFO Warning (m) Receive samples lost:
보통 이 메시지는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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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FO Warning (m) SW Fuse:

Tx Hanging, Transmitter halted:

보통 이 메시지는 트랜시버를 재설정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메
시지는 전원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원이 다시 켜진 후에 운영 체
제를 받아들입니다.
f

INFO Warning (m) SW Fuse:
received:

Tx Timed Out, TxEnable not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g

INFO Warning (m) Synthesis.c :

TX enable error: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h

INFO Warning (m) TxArm :

notes missing:

1개 이상의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

INFO Warning Missing Notes, skipped transmission: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j

INFO Warning Note buffer full:

하나의 TRX32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랜시버를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k

INFO Warning Ping rate violates 10 % transmit pulse duty
cycle:

이 메시지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펄스 반복 주파수 또는 펄스 지속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실패한 트리거링으로 인해 이따금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위험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l

INFO Warning Readback TRX_POWER_MON_CTRLN ‘msg’:

전력 측정에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m

INFO Warning Wrong TRX_POWER_MON_ADC ‘msg’:

전력 측정에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권장 조치:
• 각 메시지 설명에 제시된 관련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BDD2] NTR-Communication Manage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TR-Communication Manager: Transmit ordered before previous ping
is finished! This transmit will be ignored.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에 내부 동기화 오류로 핑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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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BDD3] NTR-Communication Manage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TR-Communication Manager: No ping confirmation received from
TRX, system not able to ping. Trying one more time (TSS = ?).
Tries before giving up = ?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BDD4] NTR-Communication Manage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TR-Communication Manager: No ping confirmation received from
TRX, giving up... System not able to ping. Please Restart
TRU/Beamformer.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 ME70 재시작 46 페이지

BDG 메시지
[BDG2] INFO Warning ‘n’...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BDG2: INFO Warning (‘n’) Sync signal in backplane missing? Rx
DCM 120Mhz stopped! Card needs HW reset Transceiver board in
slot ‘x’

트랜시버 회로 기판 'x'에 대한 수신기 동기화 신호가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드는 이 상황을 교정하려고 “n“번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DCM이라
는 약어는 ‘Digital Clock Manager(디지털 시계 관리자)’를 뜻하며, 이는 TRX32 회
로 기판에 있는 펌웨어 회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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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트랜시버의 TRXU 랙 간에 연결된 동기화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1개 이상
의 트랜시버 보드가 동일한 TRXU 랙에서 장애를 겪는 경우에 케이블 문제
를 특히 의심해볼 만합니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DG3] INFO Warning ‘n’...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NFO Warning (‘n’) Sync signal in backplane missing? Tx DCM
128Mhz stopped! Card needs HW reset Transceiver board in slot
‘x’

트랜시버 회로 기판 'x'에 대한 송신 동기화 신호가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
드는 이 상황을 교정하려고 'n'번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DCM이라는
약어는 ‘Digital Clock Manager(디지털 시계 관리자)’를 뜻하며, 이는 TRX32 회로
기판에 있는 펌웨어 회로의 일부입니다.
보통 이 메시지는 트랜시버를 재설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역시 전원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원이 다시 켜진 후에 운영 체제를 받
아들입니다.
권장 조치에 관해서는 [BDG2] INFO Warning ‘n’... 346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BDG4] SW fuse......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W Fuse:

Tx Timed Out, TxEnable not received:

ME70이 전송을 시작할 때마다 트랜시버의 TRX32 회로 기판은 '마스터' TRX32
보드에서 발신되는 'Tx 활성화' 신호를 기다립니다. 'Tx 활성화'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시간 초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권장 조치:
• 첫 메시지는 무시하고 간헐적인 오류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 트랜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ME70을 다시 시작합니다.
• 이더넷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DG5] INFO Warning...

전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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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G5: INFO Warning Sync signal in backplane missing?
to start transceiver board in slot ‘x’

Not able

ME70이 'x' 슬롯의 트랜시버 보드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동기화 신호가 누락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에 관해서는 [BDG2] INFO Warning ‘n’... 346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BDG9] INFO Warning...

1개 이상의 트랜시버 보드에서 발신되는 불특정 메시지입니다. 어떤 보드인
지는 전체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권장 조치에 관해서는 [BDG2] INFO Warning ‘n’... 346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BDH 메시지
[BDH1] High voltage power to low

고전압 출력이 너무 낮을 경우 표시됩니다.
권장 조치:
• 없음. 이 오류가 반복되면 [BDH2] Transducer high-power failure! 348 페이지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BDH2] Transducer high-power failure!

[BDH1] 오류 메시지가 10차례 반복되면(10번의 연속 핑마다 오류가 감지됨), 이
오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BDH1] High voltage power to low 348 페이지 참조.
권장 조치:
•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BDH3] Transducer high-power failure

이 오류 메시지는 고출력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이 너무 낮으면 생성됩니다.
권장 조치:
• 없음. 이 오류가 반복되면 [BDH2] Transducer high-power failure! 348 페이지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BEB 메시지
[BEB1] Beamformer: End of ping time-out detected...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Beamformer:
is reset.

348

End of ping timeout detected on master TRC.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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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BEB2] ES main: FirstStage Processing...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S_main:
Packet

FirstStage_Processing, Waited too long for Send Buffer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BEB3] ES main: Exception in Final Stage Prosessing...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S_main: Exception in Final Stage Prosessing.
to finished.

Setting ping mode

권장 조치:
• 오류가 계속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관련 항목
• 전원 켜기 / 끄기 절차 45 페이지
[BEB4] NormalizationFacto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izationFactor for columns are Zero – 0.00000:

작동 파라미터를 상부 소프트웨어에서 트랜시버로 전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권장 조치:
• 비활성화로 이동하여 모드를 다시 띄운 다음, 정상 작동 모드로 되돌아가
십시오.
관련 항목
• 작동 모드 선택 36 페이지
[BEB5] NormalizationFacto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izationFactor for rows are Zero – 0.00000:

설명 및 권장 조치는 [BEB4] NormalizationFactor... 34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BEB6] NormalizationFacto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izationFactor for SplitBeamcolumns are Zero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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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권장 조치는 [BEB4] NormalizationFactor... 34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BEB7] NormalizationFactor...

메시지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izationFactor for SplitBeamRows are Zero – 0.00000:

설명 및 권장 조치는 [BEB4] NormalizationFactor... 34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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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이 장에서는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의 설계 및 작동의 기반이 되는 일부
개념들에 대한 부가적인 상세 정보를 설명합니다.
항목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저장된 원시 데이터의 크기 362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정보 3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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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가중치 개념
이 장에서는 어레이 가중치 개념을 설명합니다.
어레이 가중치 정보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는 사용자 정의 빔 개방으로 빔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서로 다른 빔 개방들은 트랜스듀서 어레이의 800개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
하는 진폭에 의해 제어됩니다. 각 요소의 가중치는 2개의 가중치 어레이를 곱하
여 얻습니다. 이것은 X 방향에 대해서는 20개의 가중치 요소 어레이이고 Y 방향
에 대해서는 40개의 가중치 요소 어레이입니다.
분할 빔 처리를 위해 어레이의 하위 집합이 사용됩니다. 보통 이 하위 집합은 전
체 어레이 중에서 최대 7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분할 빔 가중치 집합
은 14개 및 28개 요소 어레이로 구성됩니다.

팬의 모든 빔들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2개의 기준 빔에는 각자 어레이
가중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가중치를 구성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두 경우 모두, 팬
내의 서로 다른 빔들과 모든 기준 빔들에 대한 빔 개방은 가중치 어레이, 각 빔
에 대한 주파수, 조향 각도 및 트랜스듀서의 현재 음속에 따라 Beam Direction
Plot(빔 방향 플롯)에 표시됩니다.
내장된 지원 기능을 사용해 어레이 가중치 생성하기
빔 개방 각도를 선택하면 시스템은 평형 가중치 함수를 사용해 가중치 집합을 계
산할 것입니다. 가중치 함수는 특정 사이드 로브 레벨에 대해 좁은 빔을 부여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도 정도의 비교적 넓은 빔을 만들 경우에 시스템
은 가우스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트랜스듀서의 현재 음속 및 주파수 구성 역시 이
계산에 입력 값으로 사용됩니다. 가중치 계산은 팬의 중앙 빔의 주파수(또는 기
준 빔 주파수)에서 수직 빔에 대해 필요한 빔 개방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트랜스듀서의 음속 값은 Environment(환경) 대화 상자의 Transducer Face(트랜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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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면) 탭에서 제어됩니다.
오프라인 컴퓨터에서 빔 모드를 생성할 때는 수동 트랜스듀서 음속 소스를 선택
하고 빔 모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역을 대표하는 음속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어레이 가중치 생성
내장된 지원 기능에 의해 빔 모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빔 모드에 대한 설명
은 XML 형식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가중치 어레이 수정 시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가중치 함수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을 편집할 때 가중치 어레이에 있는 요소들의 정확한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중치 어레이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어야 하고, 두 곳의 중간 위치에서 그 값
이 1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빔 모드 XML 설명 파일은 보통 다음 폴더에 있습니다.
c:\Program Files\Simrad\SMS\ME70\BeamConfigurations\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beam mode name].xml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페이지
• 환경 대화 상자 264 페이지

빔 모드 개념
이 단락에서는 빔 모 드 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는 수많은 음향 빔을 통해 음향 데이터
를 수집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최대 2개의 기 준 빔 과 1개의 빔 의 팬 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빔의 팬에 있는 음향 빔들은 선박의 방향을 가로질러 팬 내에 정돈됩니다. 팬
내에 있는 빔들의 수는 3개에서 45개까지 조정 가능하고, 개방 각도도 조정 가
능합니다. 구성은 팬의 중앙 빔을 참조합니다. 팬의 모든 빔은 동일한 요소 가
중치 집합을 사용하므로, 팬의 다른 빔들은 각자의 주파수 및 조향 각도에 따
라 주어지는 서로 다른 개방 각도를 지니게 됩니다.
빔 개방은 Transverse Beam Opening Angle(횡단 빔 개방 각도) 및 Along Beam Opening
Angle(고물 빔 개방 각도) 파라미터를 사용해 제어합니다. 팬의 이물 선박 각도는
Transverse Centre of Fan(팬의 횡단 중앙) 파라미터를 사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팬의 고물 선박 각도는 Along Centre Angle of Fan(팬의 고물 중앙 각도) 파라미터를
사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팬에 있는 모든 빔의 이물
선박 조향 각도가 변경됩니다. 팬 내 빔 사이의 간격을 공간 분배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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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팬의 모든 빔을 분할 빔 처리해서는 안 됩니
다. 분할 빔 처리해야 할 빔의 수는 #Split Beams in Fan(팬 내 분할 빔의 수) 파라미
터를 사용해 제어합니다. 분할 빔은 팬의 연속적인 섹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팬
의 어떤 부분을 분할 빔 처리할 것인가는 분할 빔 섹션을 위한 Transverse Centre of
Fan(팬의 횡단 중앙) 파라미터를 사용해 제어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팬 내 분
할 빔 섹션에서 중앙 빔이 될 빔 번호를 결정합니다.
기준 빔은 단일 빔 기준 에코 사운더와 비교할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설정된 음향
빔입니다. ME70은 이 빔들 중 최대 2개에 대한 구성을 허용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절차 76 페이지
• 빔 모드 선택 기능 184 페이지
• 빔 모드 보기 기능 195 페이지
•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206 페이지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 새 빔 모드 대화 상자 304 페이지
• 보정 기능 208 페이지
•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페이지
• 빔 모드 개념 353 페이지
• 주파수 분배 개념 356 페이지
•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페이지
• 공간 분배 개념 354 페이지

공간 분배 개념
팬에 있는 빔 사이의 각내기는 Beam Spacing Alternative(빔 간격 선택) 파라미터
를 사용해 Linear(선형), Optimized(최적) 또는 Manual(수동) 모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Linear(선형) 모드는 팬 내의 빔들을 Beam Spacing Linear(빔 간격 선형) 파라미터에
따라 주어지는 동일 간격으로 분산시킵니다. Beam Spacing Linear(빔 간격 선형)
파라미터가 0도로 설정된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빔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Optimized(최적) 모드는 팬의 빔들을 k-영역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분산시킵니다.
k-영역에서 폭은 Beam Spacing Optimized(빔 간격 최적화) 파라미터(예: -3dB 단방
향)에 따라 계산됩니다. 빔들은 k-영역에서 시작되는 이 빔 폭을 각 빔의 주파수
및 팬의 이물 선박 중앙 각도와 결합함으로써 공간적으로 분산됩니다.
Manual(수동) 모드에서 개별 빔의 조향 각도는 빔 모드 XML 설명 파일에 입력
됩니다.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가 허용하는 외측 한계치까지 빔을 조향하려면 순

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반복되는 주 로브(혼신)를 피해야 합니다. 아래 등식
은 빔의 주파수와 음속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 이물 조향 각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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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sin

l
-1
ay

아래 플롯은 최대 이물 조향 각도를 일련의 음속에 대한 빔 주파수의 함수
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1 일련의 음속에 대한 빔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낸 최대 이물 조향 각도
Maximum athwart ship beam steering (Degrees)
70,0

65,0

60,0

55,0

50,0

45,0

40,0

Sound velocity (m/s)
1500
1450

35,0

1550

30,0
90000

95000

100000

105000

110000

120000
115000
Frequency (Hz)
(CD016027D)

넓은 빔 조향을 여러 가지 모드에서 여러 빔들과 조합하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스템은 조작자 요청에 비해 빙 조향을 제한하고
경고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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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 개념
이 장에서는 주파수 분배 개념을 설명합니다.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는 FRDT(Frequency Rotated Directive Transmission,
주파수 순환 지향 전송)를 사용해 어업 연구 분야에 요구되는 성능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이는 음향 팬의 각 개별 빔마다 고유한 중심 주파수를 사용하여 2방향 사
이드 로브 억제 효과를 얻음을 뜻합니다.
각 빔에 할당된 주파수는 3가지 중 한 가지 선택 모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Linear(선형)
• Optimized(최적)
• Manual(수동)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의 Frequency Band(주파수 대역) 탭에 있는
Frequency/Beam Spacing(주파수/빔 간격) 파라미터를 사용해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선형 모드 356 페이지
• 최적 모드 359 페이지
• 수동 모드 360 페이지
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선형 모드
기본 선형 모드

Linear(선형) 모드에서 전체 대역(B)은 주파수 상한선 및 하한선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대역은 밴드(N) 내 요청된 주파수로 팬의 빔들과 기준 빔들 사이
에 균등 분할됩니다.
주파수 내 약간의 중복은 Bfc = B/(N*0.85) 를 계산해 허용합니다.
이 1/0.85 = 1.18 은 한 빔에 대한 대역의 상위 및 하위 9%가 그 인근 주파수
와 중복됨을 뜻합니다.
Bfc(최대 대역폭)는 어떤 빔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최대 대역폭입니다. 이 중복

으로 인해 빔들 간 -35dB의 신호 간격은 빔들이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
을 가리킴으로써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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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448us의 허용 가능한 최단 펄스 지속 시간을 사용하는 70~120kHz 범위의
7개 빔 팬으로 구성된 기본 모드를 보여줍니다. 세로 막대는 각 빔의 대역폭을 나
타냅니다. 선형 모드에서는 약간의 중복이 허용됩니다.
형태 의 선 형 모 드
I-형
Beam Spacing Alternative(빔 간격 선택) 파라미터 균등 선형을 사용하고 Beam
Spacing Linear(빔 간격 선형) 파라미터가 0도로 설정(I-형태)된 특별한 경우에

는, 모든 빔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주파수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간격은 1.0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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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70~120kHz 범위의 7개 빔 팬으로 구성된 기본 모드를 보여주는데, 이 경
우에는 I-형태의 빔 간격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각 빔에 대한 최대 허용 대역폭은 더 작고, 허용 가능한 최단 펄스 지속 시간은
512us입니다. 세로 막대는 각 빔의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중
복되지 않습니다.
기준 빔 주파수가 제어되는 선형 모드

선택된 주파수 대역 밖에 있는 기준 빔들은 주파수 한계와 선택된 밴드 사이의 어
떤 주파수도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 대역 내에서 팬 내의 빔들과 주
파수 상으로 가까운 기준 빔들에게도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경우
에는 기준 빔이 선택된 대역폭 내에 있을 때 시스템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작은
주파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 내의 빔과 기준 빔 간에 신호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
은 주파수 분배를 살펴보려면 Frequency Plot(주파수 플롯) 탭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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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이 감소된 대역에 대해 512us의 허용 가능한 최단 펄스 지속 시간을 사용
하는 71~119kHz 범위로 수정된, 7개의 빔 팬으로 구성된 기본 모드를 보여줍니다.
2개의 기준 빔이 70kHz 및 120kHz에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세로 막대는 각 빔의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팬의 빔들은 약간의 중복이 허용됩니
다. 그러나 기준 빔들은 팬의 빔들 옆에 있는 주파수로 구성됩니다. 모든 빔은 펄
스 지속 시간이 같으므로 기준 빔과 그 주파수 인근의 빔들 간의 주파수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한 구성의 신호 분리 능력은 감소됩니다.

최적 모드
Optimized(최적) 모드에서는 빔의 공간적 분리 및 빔 패턴으로 인한 신호 분리의
향상이 고려됩니다. 시스템은 더 긴 주파수 중복/더 짧은 펄스 지속 시간을 허용
합니다. 이 모드에서 팬 내의 빔들은 주파수 상으로 0.58팩터씩 간격이 떨어져 있
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빔을 제외하고는 공간적으로 V 형태의 하단에서 간
격이 0.85로 설정됩니다. (^ 형태의 상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역 내의 기준 빔은 인근 팬 빔으로부터 주파수 상으로 1팩터씩 간격이 떨어져 있
습니다(기준 빔이 인근 주파수들과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만큼).
두 경우 모두 주파수(기준 빔에 할당된 주파수 제외)는 팬의 빔들에 할당됩니
다. 이 할당은 Frequency/Space Distribution(주파수/공간 분배) 파라미터에 따라 V
또는 ^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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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70~120kHz 범위의 빔 팬 7개로 구성된 기본 모드를 보여줍니다.
2개의 기준 빔이 70kHz 및 120kHz에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최적화된 주파수 간격을 통해 허용 가능한 최단 펄스 지속 시간은 신호 간격 감소
가 없는 448us입니다.
세로 막대는 각 빔의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V 형태 하단의 빔들은 약간의 중복이
허용됩니다. 주파수 상의 기타 이웃한 빔들은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고, 더 많은
중복이 허용됩니다. 기준 빔들은 중복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동 모드
Manual(수동) 모드에서 개별 빔의 주파수는 빔 모드 XML 설명 파일에 입력됩니
다. 충분한 주파수 간격 및 신호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펄스 지속 시간 개념
이 장에서는 펄스 지속 시간 개념을 설명합니다.
펄스 지속 시간은 Pulse Duration(펄스 지속 시간) 파라미터에 의해 제어됩니다. 허
용 가능한 최소 펄스 지속 시간은 다음 등식으로 계산됩니다.
Bfc = 3.63/PD + 0.87 BLFM

여기에서,
• BLFM = 선형 FM 스위프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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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 초 단위 펄스 지속 시간
• Bfc = CW 펄스에 대한 3.63/PD
Bfc 는 빔포밍에 사용되는 푸리에 계수가 적용되는 대역폭입니다. 이 푸리에 계수

의 수는 범위(시간)에서 약 -35dB의 사이드로브 수준을 제공하면서 최대 핑 속도
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공간적으로 -35dB 사이드로브 레벨 미만인 빔 모
드에서는 범위에서도 사이드로브 레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1보
다 큰 FC 팩 터 를 설정하여 획득합니다.
펄스 지속 시간이 설정되면 그 값은 허용 가능한 최소 값으로 자동 제한됩니다.
요소 데이터 샘플을 빔 데이터 샘플로 데시메이션하는 것은 선택한 펄스 지속 시
간에 달려 있습니다. 데시메이션 팩터는 아래의 등식을 따릅니다:
DF = 2 ^ Integer part ( Log 2 ((PD[s] * 62500) / (3.63 * Fc
Factor) ) )

여기에서,
• DF = 데시메이션 팩터(Decimation Factor)
이 등식을 사용할 때 데시메이션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펄 스 지 속 시 간 [s]

데시메이션 팩터

0.000064~0.000112

1

0.000128~0.000224

2

0.000240~0.000464

4

0.000480~0.000928

8

0.000944~0.001856

16

0.001872~0.003712

32

0.003728~

64

펄스 지속 시간을 변경할 때 스텝 크기는 시작한 펄스 지속 시간 간격에 달려 있습
니다. 스텝은 항상 데시메이션 팩터에 0.000016s를 곱한 것이 됩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고 빔 모드를 다시 계산하면, 스텝 크기는 선택된 펄스 지속
시간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펄스 지속 시간을 원하는 영역으
로 스크롤함으로써 펄스 지속 시간 선택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십시오. 전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선형 주파수/빔 간
격으로 실행함으로써 단일 기준 빔으로 이루어진 빔 구성에 대해 0.000064s의
펄스 지속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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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시 데이터의 크기
작동 중에 디스크에 저장된 원시 데이터 파일의 전체 크기는 몇 가지 사용자 선
택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선택 사항으로부터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설치
된 각 채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는 원시 데이터의 대략적인 총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X=([#SB*4]+[#B*2])*[Range]*[SampleDistance]
여기에서,
• X = 한 개의 핑에 대해 저장되는 원시 데이터의 총량(바이트)
• #SB = 선택된 빔 모드에서 분할 빔의 수
• #B = 선택된 빔 모드에서 단일 빔의 수
• Range = 수심 범위(미터)
• SampleDistance = 샘플 거리는 Numerical(수치) 뷰 또는 Extra(추가) 메뉴에
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데이터그램들이 총량에 추가되지만 원시 데이터의 크기보다는 상당히
작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의 양을 계산하고 싶다면 다음 등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T=X*PRF*60*24
여기에서,
• T = 24시간 동안의 기록을 통해 저장된 원시 데이터의 총량
• X = 한 개의 핑에 대해 저장되는 원시 데이터의 총량(바이트)
• PRF = 펄스 반복 주파수(분당 펄스의 수)
펄스 반복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장거리 범위), 그에 따라 이 등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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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테스트 장비(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이 섹션에서는 내장 테스트 장비(BITE)의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로 무엇을 측정하는가 363 페이지
• 샘플링이란 무엇인가 ? 363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B- 스캔 모드 364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매트릭스 모드 365 페이지
• 수신 중의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365 페이지
• 가중치 366 페이지
• 신호 발생기 367 페이지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내장 테스트 장비(BITE)로 무엇을 측정하는가
내장 테스트 장비(BITE) 뷰는 트랜시버에서 발신되는 요소 샘플 데이터에 기
반을 두고 있습니다.
각 트랜스듀서 요소는 전용 트랜시버 보드 채널에 연결되어 있고, 각 채널은 송신
/수신 스위치와 함께 제공되어 전송 중에 민감한 수신기 전자 장치를 보호합니다.
분압기 네트워크와 보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송신/수신 스위치를
드나드는 신호는 송신 및 수신 모두의 경우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중에는 수신기 전자 장치가 전송된 펄스의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 수신 중에는 수신기 전자 장치가 수신된 신호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샘플링이란 무엇인가?
트랜스듀서 요소에서 발신되는 정보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신호 처
리에서 샘플링은 이산 신호에 대한 연속 신호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ME70에서 하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음파(연속 시간 신호)를 샘플의 시퀀스
(이산 시간 신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산(또는 이산 시간) 신호는 데이터 캡슐의 시퀀스로서, 일반적으로 연속 시간
신호에서 샘플링된 신호를 말합니다. 연속 신호와 달리 이산 신호는 시간 인자
의 함수가 아닌 양의 시퀀스, 즉 이산 정수의 영역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퀀스
내의 각 값은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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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좌표계에서 Y 축은 전압(또는 '볼륨')이고 X 축은 시간입니다.
(A) 는 데이터의 연속적 흐름, 즉 아날로그 신호인데, 에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B) 는 시스템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추출하는 샘플을 나타냅니다.

각 샘플은 샘플링에 걸린 시간으로 식별되고, 그 당시의 아날로그 신호 값을 담고
있습니다. 각 샘플 간의 시간 (C) 는 샘플링 주파수 로 확인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는 이산 신호의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ME70의 샘플 주파수는 62.5kHz입니다. 소리는 초당 약 750미터를 앞뒤로 이동하
므로 각 샘플은 750미터를 62500Hz로 나눈 약 1.2cm에 해당합니다.

BITE(내장 테스트 장비) B-스캔 모드
B- 스캔 모드는 일련 번호에 따라 정돈된 각 트랜스듀서 요소마다 샘플들의
시계열을 보여줍니다.
B-스캔 모드를 통해 전송 시각부터 에코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트랜스듀서 요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BITE(내장 테스트 장비) 대화
상자에 나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제공된 파라미터를 사용해 어느 것이든 선택된
샘플에서 시작되는 채널을 살펴보고 원하는 수만큼 샘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BITE(내장 테스트 장비) 대화 상자의 수직 채널 화면이 90도 회
전된 상태입니다.
(A) 는 샘플 번호 0을 나타냅니다. 이 샘플로 조사를 시작한다면 (B) 위치에서 끝

나는 송신 펄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송신 펄스가 몇 개의 샘플을 커버하는가
는 선택한 전송 모드와 펄스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C) 화면의 대부분은 채널을 통해 수신된 에코 정보입니다. 이 에코에 관한 표시 화

면은 선택된 시작 샘플에서 시작되어 사용자가 선택한 샘플의 수까지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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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에코의 아날로그 흐름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샘플 (D) 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나타냅니다. 그 원리를 시각화하기 위해 각 샘플의 폭이 크게 강조
된 점에 유의하십시오. (E) 는 관찰할 수 있는 최종 샘플을 나타냅니다.
ME70 트랜시버 채널의 B-Scan(B 스캔) 프레젠테이션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트
랜스듀서의 각 요소가 길다란 컬러 수직 직사각형으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커서
를 직사각형 위에 두면 작은 노란색의 작은 도구 설명에 주요 정보가 표시됩니다.
• 트랜스듀서 요소
• TRX32 트랜시버 보드
• 현재 조사 중인 샘플
• 측정한 에코 값(dB)

BITE(내장 테스트 장비) 매트릭스 모드
매트릭스 모드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정돈된 각 트랜스듀서 요소마다 샘플들의
단일 값을 보여줍니다.
매트릭스 모드에 의해 표시된 뷰는 마치 트랜스듀서가 조작자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소 데이터를 연속적인 수직 흐름으로 제시하는 대
신, 각 요소에 의해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한 블록의 정보로 제시합
니다. 자신이 트랜스듀서 요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ME70 트랜시버 채널의 Matrix(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트
랜스듀서의 각 요소가 직사각형으로 명확
하게 표시됩니다.
20개 행이 있으며 각 행마다 40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커서를 직사각형 중 하나 위에 두면 작은 노
란색의 작은 도구 설명에 주요 정보가 표시
됩니다.
• 트랜스듀서 요소
• TRX32 트랜시버 보드
• 측정한 에코 값(dB)

수신 중의 BITE(내장 테스트 장비)
TRX32 보드는 측정된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합니다. 5대의 TRC1–5 빔포

밍 컴퓨터는 각기 160개 요소로부터 샘플링된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들은
보통 최초 단계의 빔포밍에 사용된 다음, 최종 처리를 위해 TRC0 빔포밍 컴퓨
터로 전송됩니다. 그러나 BITE(내장 테스트 장비) 시퀀스 동안, 이 요소 데이
터는 조작 스테이션으로 직접 전송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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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캔 모드를 활성화했다면 뷰가 수직 대역에서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이 대역들은 TRC1-5 빔포밍 컴퓨터 중 하나에서 발신되는 데이터 집합과
일치합니다. 단일 요소들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분실할 수도 있는데,
이는 BITE(내장 테스트 장비) 뷰를 위해 정상 빔 데이터 및 요소 데이터를 둘 다 전
송하는 과정에서 이더넷 통신 라인에 광범위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 TRC 빔포밍 컴퓨터 또는 단일 요소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분실
하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 TRC 빔포밍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결여되는 것은 컴퓨터 오작동
을 나타냅니다.
• 단일 요소로부터 오는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결여되는 것은 TRX32 트랜시버
보드에서 수신기 채널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TRX32 보드는 측정된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합니다. 5대의 TRC1-5 빔포

밍 컴퓨터에서 빔포밍 프로그램들은 800개의 모든 트랜스듀서 요소들로부터
샘플링된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들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처리 프로그램
에서 다룰 1~47개(선택한 모드에 따라 달라짐)의 빔을 생성하는 빔포밍 프로
그램에서 처리합니다.

가중치
트랜스듀서 요소 신호의 송신 및 수신에는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가중치
부여는 요청된 빔 개방 및 사이드 로브 레벨을 얻기 위해 수행됩니다.
가중치는 X 방향에서는 2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Y 방향에서는 4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특정 요소에 대한 가중치는 요소가 트랜
스듀서 어레이에서 차지하는 x 및 y 위치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것입니다.
송신 중에는 가중치 부여가 트랜시버 보드에서 수행됩니다. 수신 중에는 가중치
부여가 빔포밍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됩니다.
송신 중에 트랜시버 보드에서 가중치 부여 작업이 수행되면 전송 펄스를 모니터
링하는 매트릭스 모드에 바로 가중치가 표시됩니다.

매트릭스 모드에서 수신을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적인 경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주로부터 또는 해저면 아래에서 신호를 받을 때는 무작위 패턴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평평한 해저면에서 에코를 수신한다면 모든 요소가 같은 신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상을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중에는 신호 위상이 빔 조
향에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 수주로부터 또는 해저면 아래에서 신호를 받을 때는 무작위 패턴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평평한 해저면에서 에코를 수신한다면 모든 요소가 같은 위상에 있는
신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Beam Mode(빔 모드) 대화 상자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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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빔 모드 대화 상자 290 페이지

신호 발생기
트랜시버 보드는 내부 신호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드의 발생기는
트랜시버 유닛의 백플레인을 통해 동기화됩니다. 신호 발생기를 트랜스듀서 대
신에 신호 소스로 사용하여 수신기 채널의 전달 기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ME70 트랜스듀서 정보
이 섹션에는 ME70 트랜스듀서에 대한 기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368 페이지
• 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369 페이지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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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 트랜스듀서 요소의 배열
트랜스듀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입니다.

0 1 2 3 4 5 6 7

D
E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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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TR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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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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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X-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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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TRX-19

005
TRX-24

006
TRX-03

007
TRX-08

008
TRX-13

009
TRX-18

010
TRX-23

011
TRX-02

012
TRX-07

013
TRX-12

014
TRX-17

015
TRX-22

016
TRX-01

017
TRX-06

018
TRX-11

019
TRX-16

020
TRX-21

021
TRX-00

022
TRX-05

023
TRX-10

024
TRX-15

025
TRX-20

(CD016010A)

A
B
C
D

E

트랜스듀서 어레이에는 25 개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
각 사분면은 그 특정 사분면에 사용되는 트랜스듀서 케이블의 수로 식별
됩니다 .
각 사분면은 그 특정 사분면에 사용되는 TRX32 회로 기판으로 식별됩니다.
각 사분면에는 32개의 요소, 4개의 행이 있고, 각 행마다 8개의 요소가 있습니
다. 각 요소마다 제공되는 번호는 특정 요소에 사용되는 특정 회로 기판에서
어떤 TRX32 채널인지 지정해줍니다 .
화살표는 전방 방향을 나타냅니다 .

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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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 트랜스듀서 채널 및 요소 - 식별표
아래의 표는 요소와 개별 채널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또한 어떤 케이블이 사
용되고 있으며, 그 요소가 어떤 TRX32 회로 기판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정의합니다.
19

39

779 79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1

0

20

40

740 760 780
(CD016010B)

트랜스듀서 어레이는 위에서 내려다보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800개의
조직화된 채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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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내장 테스트 장비 (BITE) 프로그램 시작 104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기능 테스트 105 페이지
• BITE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기능 테스트 106 페이지
• 내장 테스트 장비 (Built-In Test Equipment, BITE) 이론 363 페이지
• BITE( 내장 테스트 장비 ) 대화 상자 209 페이지

표 1 사분면 001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9

8

18

16

17

24

16

1

39

9

38

17

37

25

36

2

59

10

58

18

57

26

56

3

79

11

78

19

77

27

76

4

99

12

98

20

97

28

96

5

119

13

118

21

117

29

116

6

139

14

138

22

137

30

136

7

159

15

158

23

157

31

156

케이블: 001

TRX32 회로 기판: 4

표 2 사분면 002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79

8

178

16

177

24

176

1

199

9

198

17

197

25

196

2

219

10

218

18

217

26

216

3

239

11

238

19

237

27

236

4

259

12

258

20

257

28

256

5

279

13

278

21

277

29

276

6

299

14

298

22

297

30

296

7

319

15

318

23

317

31

316

케이블: 002

TRX32 회로 기판: 9

표 3 사분면 003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39

8

338

16

337

24

336

1

359

9

358

17

357

25

356

2

379

10

378

18

377

26

376

3

399

11

398

19

397

27

396

4

419

12

418

20

417

28

416

5

439

13

438

21

437

29

436

6

459

14

458

22

457

3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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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분면 003 요소 식별 ( 연속 )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7

479

15

478

23

477

31

476

케이블: 003

TRX32 회로 기판: 14

표 4 사분면 004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499

8

498

16

497

24

496

1

519

9

518

17

517

25

516

2

539

10

538

18

537

26

536

3

559

11

558

19

557

27

556

4

579

12

578

20

577

28

576

5

599

13

598

21

597

29

596

6

619

14

618

22

617

30

616

7

639

15

638

23

637

31

636

케이블: 004

TRX32 회로 기판: 19

표 5 사분면 005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659

8

658

16

657

24

656

1

679

9

678

17

677

25

676

2

699

10

698

18

697

26

696

3

719

11

718

19

717

27

716

4

739

12

738

20

737

28

736

5

759

13

758

21

757

29

756

6

779

14

778

22

777

30

776

7

799

15

798

23

797

31

796

케이블: 005

TRX32 회로 기판: 24

표 6 사분면 006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5

8

14

16

13

24

12

1

35

9

34

17

33

25

32

2

55

10

54

18

53

26

52

3

75

11

74

19

73

27

72

4

95

12

94

20

93

28

92

5

115

13

114

21

113

29

112

6

135

14

134

22

133

30

132

7

155

15

154

23

153

31

152

케이블: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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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분면 007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75

8

174

16

173

24

172

1

195

9

194

17

193

25

192

2

215

10

214

18

213

26

212

3

235

11

234

19

233

27

232

4

255

12

254

20

253

28

252

5

275

13

274

21

273

29

272

6

295

14

294

22

293

30

292

7

315

15

314

23

313

31

312

케이블: 007

TRX32 회로 기판: 8

표 8 사분면 008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35

8

334

16

333

24

332

1

355

9

354

17

353

25

352

2

375

10

374

18

373

26

372

3

395

11

394

19

393

27

392

4

415

12

414

20

413

28

412

5

435

13

434

21

433

29

432

6

455

14

454

22

453

30

452

7

475

15

474

23

473

31

472

케이블: 008

TRX32 회로 기판: 13

표 9 사분면 009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495

8

494

16

493

24

492

1

515

9

514

17

513

25

512

2

535

10

534

18

533

26

532

3

555

11

554

19

553

27

552

4

575

12

574

20

573

28

572

5

595

13

594

21

593

29

592

6

615

14

614

22

613

30

612

7

635

15

634

23

633

31

632

케이블: 009

TRX32 회로 기판: 18

표 10 사분면 010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655

8

654

16

653

24

652

1

675

9

674

17

673

25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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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분면 010 요소 식별 ( 연속 )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2

695

10

694

18

693

26

692

3

715

11

714

19

713

27

712

4

735

12

734

20

733

28

732

5

755

13

754

21

753

29

752

6

775

14

774

22

773

30

772

7

795

15

794

23

793

31

792

케이블: 010

TRX32 회로 기판: 23

표 11 사분면 011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1

8

10

16

9

24

8

1

31

9

30

17

29

25

28

2

51

10

50

18

49

26

48

3

71

11

70

19

69

27

68

4

91

12

90

20

89

28

88

5

111

13

110

21

109

29

108

6

131

14

130

22

129

30

128

7

151

15

150

23

149

31

148

케이블: 011

TRX32 회로 기판: 2

표 12 사분면 012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71

8

170

16

169

24

168

1

191

9

190

17

189

25

188

2

211

10

210

18

209

26

208

3

231

11

230

19

229

27

228

4

251

12

250

20

249

28

248

5

271

13

270

21

269

29

268

6

291

14

290

22

289

30

288

7

311

15

310

23

309

31

308

케이블: 012

TRX32 회로 기판: 7

표 13 사분면 013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31

8

330

16

329

24

328

1

351

9

350

17

349

25

348

2

371

10

370

18

369

26

368

3

391

11

390

19

389

27

388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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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분면 013 요소 식별 ( 연속 )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4

411

12

410

20

409

28

408

5

431

13

430

21

429

29

428

6

451

14

450

22

449

30

448

7

471

15

470

23

469

31

468

케이블: 013

TRX32 회로 기판: 12

표 14 사분면 014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491

8

490

16

489

24

488

1

511

9

510

17

509

25

508

2

531

10

530

18

529

26

528

3

551

11

550

19

549

27

548

4

571

12

570

20

569

28

568

5

591

13

590

21

589

29

588

6

611

14

610

22

609

30

608

7

631

15

630

23

629

31

628

케이블: 014

TRX32 회로 기판: 17

표 15 사분면 015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651

8

650

16

649

24

648

1

671

9

670

17

669

25

668

2

691

10

690

18

689

26

688

3

711

11

710

19

709

27

708

4

731

12

730

20

729

28

828

5

751

13

750

21

749

29

748

6

771

14

770

22

769

30

768

7

791

15

790

23

789

31

788

케이블: 015

TRX32 회로 기판: 22

표 16 사분면 016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7

8

6

16

5

24

4

1

27

9

26

17

25

25

24

2

47

10

46

18

45

26

44

3

67

11

66

19

65

27

64

4

87

12

86

20

85

28

84

5

107

13

106

21

105

2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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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사분면 016 요소 식별 ( 연속 )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6

127

14

126

22

125

30

124

7

147

15

146

23

145

31

144

케이블: 016

TRX32 회로 기판: 1

표 17 사분면 017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67

8

166

16

165

24

164

1

187

9

186

17

185

25

184

2

207

10

206

18

205

26

204

3

227

11

226

19

225

27

224

4

247

12

246

20

245

28

244

5

267

13

266

21

265

29

264

6

287

14

286

22

285

30

284

7

307

15

306

23

305

31

304

케이블: 017

TRX32 회로 기판: 6

표 18 사분면 018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27

8

326

16

325

24

324

1

347

9

346

17

345

25

344

2

367

10

366

18

365

26

364

3

387

11

386

19

385

27

384

4

407

12

406

20

405

28

404

5

427

13

426

21

425

29

424

6

447

14

446

22

445

30

444

7

467

15

466

23

465

31

464

케이블: 018

TRX32 회로 기판: 11

표 19 사분면 019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487

8

486

16

485

24

484

1

507

9

506

17

505

25

504

2

527

10

526

18

525

26

524

3

547

11

546

19

545

27

544

4

567

12

566

20

565

28

564

5

587

13

586

21

585

29

584

6

607

14

606

22

605

30

604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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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분면 019 요소 식별 ( 연속 )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7

627

15

626

23

625

31

624

케이블: 019

TRX32 회로 기판: 16

표 20 사분면 020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647

8

646

16

645

24

644

1

667

9

666

17

665

25

664

2

687

10

686

18

685

26

684

3

707

11

706

19

705

27

704

4

727

12

726

20

725

28

724

5

747

13

746

21

745

29

744

6

767

14

766

22

765

30

764

7

787

15

786

23

785

31

784

케이블: 020

TRX32 회로 기판: 21

표 21 사분면 021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

8

2

16

1

24

0

1

23

9

22

17

21

25

20

2

43

10

42

18

41

26

40

3

63

11

62

19

61

27

60

4

83

12

82

20

81

28

80

5

103

13

102

21

101

29

100

6

123

14

122

22

121

30

120

7

143

15

142

23

141

31

140

케이블: 021

TRX32 회로 기판: 0

표 22 사분면 022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163

8

162

16

161

24

160

1

183

9

182

17

181

25

180

2

203

10

202

18

201

26

200

3

223

11

222

19

221

27

220

4

243

12

242

20

241

28

240

5

263

13

262

21

261

29

260

6

283

14

282

22

281

30

280

7

303

15

302

23

301

31

300

케이블: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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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분면 023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323

8

322

16

321

24

320

1

343

9

342

17

341

25

340

2

363

10

362

18

361

26

360

3

383

11

382

19

381

27

380

4

403

12

402

20

401

28

400

5

423

13

422

21

421

29

420

6

443

14

442

22

441

30

440

7

463

15

462

23

461

31

460

케이블: 023

TRX32 회로 기판: 10

표 24 사분면 024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483

8

482

16

481

24

480

1

503

9

502

17

501

25

500

2

523

10

522

18

521

26

520

3

543

11

542

19

541

27

540

4

563

12

562

20

561

28

560

5

583

13

582

21

581

29

580

6

603

14

602

22

601

30

600

7

623

15

622

23

621

31

620

케이블: 024

TRX32 회로 기판: 15

표 25 사분면 025 요소 식별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Cha

Elmnt

0

643

8

642

16

641

24

640

1

663

9

662

17

661

25

660

2

683

10

682

18

681

26

680

3

703

11

702

19

701

27

700

4

723

12

722

20

721

28

720

5

743

13

742

21

741

29

740

6

763

14

762

22

761

30

760

7

783

15

782

23

781

31

780

케이블: 025

410529/C

TRX32 회로 기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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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형식

이번 장에서는 표준 NMEA와 타사의 텔레그램, 그리고 Simrad 고유 텔레그램을
비롯해 데이터 전송을 위한 파일 형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NMEA(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 ,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는 전미 해
상 전자통신업계의 모든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향상된 비즈니스를 지향함으로
써 산업 전체를 초월하는 단일 협회라고 웹사이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NMEA 텔레그램과 타사 텔레그램, 고유 텔레그램을 모두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ME70에서 사용되는 텔레그램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
하는 텔레그램 명세가 NMEA에서 공개한 최초 명세와 다를 경우에는 NMEA에서
공개한 명세를 정확한 버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항목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명세 381 페이지
• 고유 텔레그램 및 형식 388 페이지
• 타사의 고유 텔레그램 및 형식 396 페이지
• 파일 형식 398 페이지
관련 항목
• http://www.nm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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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A 텔레그램 형식
Simrad ME70은 일부 다른 기기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송은
데이터 문장이 저장된 텔 레 그 램 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텔레그램에는 지정
된 형식과 길이가 있습니다.
NMEA 0183 표준은 주변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NMEA 데이터에는 파라미터 문장 구조가 사용됩니다.
문장은 “$” 구분자로 시작되며, 대부분이 표준에 따라 승인된 문장으로 표현됩
니다. 이처럼 데이터 파일을 구분 및 정의하는 문장 구조는 정보를 전달할 때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NMEA 표준, 형식 및 데이터 문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조하십
시오. 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NMEA 1083 - Standard for interfacing marine
electronic devices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http://www.nmea.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 (NMEA) 379 페이지
• NMEA 텔레그램 원리 379 페이지
• 표준 NMEA 0183 통신 파라미터 380 페이지
• NMEA 문장 구조 380 페이지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NMEA)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 (NMEA)는 해상 전자장비의 통신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ME70 에코 사운더는 이 표준을 준수합니다. NMEA 0183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
준으로서 NMEA는 이 표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NMEA 0183 인터페이스 표준은 전기 신호 요건,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및 시
간, 그리고 4800baud 직렬 데이터 버스를 위한 문 형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는 송신기가 하나이지만 수신기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 (NMEA)

NMEA와 NMEA 0183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www.nmea.org

NMEA 텔레그램 원리
두 전자 장치 사이로 정보가 이동할 때 데이터는 텔 레 그 램 형식으로 수집됩니다.
각 텔레그램의 내용(프로토콜)은 NMEA 표준에 따라 정의되어 있지만 다른 형식
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텔레그램 형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데 이 터 그 램 이 있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필요 없다면 이러한 텔레그램의 설계 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비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통신 회선의 시
스템마다 동일한 텔레그램을 송수신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송
신기')은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시스템('수신기')은 같은 회선을 통해 동시에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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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표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
신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든 제품이 송신 제품이 전송하는 텔레그
램과 동일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표준 NMEA 0183 통신 파라미터
NMEA 0183 에서 지정하는 통신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송 속 도 : 초당 4800비트
• 데이터 비트: 8
• 패 리 티 : 없음
• 정지 비트: 1
일부 기기에서는 다른 파라미터 및/또는 선택 옵션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NMEA 문장 구조
다음은 승인된 파라미터 문장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aaccc,c—c*hh<CR><LF>
1

“$”: 문장의 시작 (16진수: 24).

2

aaccc: 주소 필드 . 처음 두 문자(aa)는 송신기 ID를, 그리고 마지막 세 문
자는 문장 형식자 니모닉 코드로서 뒤에 이어지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문자열 형식을 나타냅니다.

3

“,”: 필드 구분자 (16진수: 2C). 주소와 체크섬 필드를 제외하고 각 필드는 이

문자로 시작됩니다. 이 문자 뒤에 null 필드가 이어지는 경우 필드에 데
이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4

c—c: 데이터 문장 블록 . 연속된 데이터 필드로서 전송할 모든 데이터가 여

기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필드 문장은 고정되어 있으며 주소 필드의 문장
형식자 로 식별합니다. 데이터 필드의 길이는 가변적이지만 필드 구분자
가 선행합니다.
5

“*”: 체크섬 구분자 (16진수: 2A). 이 구분자는 문장의 마지막 필드 뒤에 나오
며, 다음 2개의 알파벳+수치 문자에 체크섬이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6

hh: 체크섬

7

<CR><LF>: 문장의 끝

고유 텔레그램
다른 Kongsberg Maritime 장비에서 수신되는 일부 고유 텔레그램에서는 $ 문자가
@ 문자로 바뀝니다. 또한 체크섬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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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A 텔레그램 명세
다음은 ME70에서 지원되는 모든 표준 NMEA 텔레그램의 명세입니다. 여기서 언
급하는 정보는 원본 NMEA 명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텔레그램 형식
에 대해 세부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소스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항목
• DBS 해수면 아래 수심 381 페이지
• DBT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 382 페이지
• DPT 수심 382 페이지
• GGA GPS 위치 결정 데이터 383 페이지
• GLL 지리학적 위치 위도 / 경도 383 페이지
• HDG 방향 , 편차 , 변동 384 페이지
• HDM 자침 방향 385 페이지
• HDT 진 방향 385 페이지
• RMC 최소 권장 GNSS 데이터 385 페이지
• VBW 이중 대지 / 대수 속력 386 페이지
• VHW 대수 속력 및 방향 387 페이지
• VLW 이중 대지 / 대수 거리 387 페이지
• VTG 대지 침로 및 대지 속력 388 페이지

DBS 해수면 아래 수심
이 텔레그램은 해수면 아래 현재 수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설계 시 더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DPT 텔레그램으로 바뀝니다.
형식
$--DBS,x.x,f,y.y,M,z.z,F*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DBS = 텔레그램 식별자

3

x.x,f = 해수면 아래 수심(피트)

4

y.y,M = 해수면 아래 수심(미터)

5

z.z,F = 해수면 아래 수심(패덤)

관련 항목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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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
이 텔레그램은 트랜스듀서를 기준으로 한 수심을 의미합니다.
형식
$--DBT,x.x,f,y.y,M,z.z,F*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DBT = 텔레그램 식별자

3

x.x,f =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피트)

4

y.y,M =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미터)

5

z.z,F =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패덤)

관련 항목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DPT 수심
이 텔레그램에는 트랜스듀서와 비례하는 수심을 비롯해 측정용 트랜스듀서의 오
프셋이 저장됩니다. 양의 오프셋은 트랜스듀서에서 흘수선까지 거리를 나타냅
니다. 음의 오프셋은 트랜스듀서에서 해당 용골 부분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NMEA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형식
$--DPT,x.x,y.y,z.z*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DPT = 텔레그램 식별자

3

x.x = 트랜스듀서와 비례하는 수심(미터)

4

y.y = 트랜스듀서의 오프셋(미터)

5

z.z = 사용 중인 최대 범위의 스케일

관련 항목
• 수심 출력 대화 상자 2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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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 GPS 위치 결정 데이터
이 텔레그램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에서 수신되는 시간, 위치, 수정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형식
$--GGA,hhmmss.ss,llll.ll,a,yyyyy.yy,a,
x,zz,d.d,a.a,M,g.g,M,r.r,cccc*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GGA = 텔레그램 식별자
3 hhmmss.ss = 위치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4 llll.ll = 북위/남위 위치(도, 분, 초)
5 a = 남/북. N(북. North) 또는 S(남. South)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6 yyyyy.yy = 동경/서경 위치(도, 분, 초)
7 a = 동/서. W(서. West) 또는 E(동. East)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8 x = GPS 수신 상태(자세한 내용은 NMEA 표준 참조)
9 zz = 00부터 12까지 사용 중인 위성의 수로 표시된 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 d.d = 정밀도 수평 저하
11 a.a,M = 평균 해수면(지오이드) 고도(미터)
12 g.g,M = 지오이드 이탈(미터)
13 r.r = DGPS 데이터의 수명 시간
14 cccc = 차분 기준국 ID(0000~1023)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GLL 지리학적 위치 위도/경도
이 텔레그램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에서 제공하는 선박 위치의 위도와
경도, 위치 수정 시간 및 상태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식
$--GLL,llll.ll,a,yyyyy.yy,a,hhmmss.ss,A,a*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GLL = 텔레그램 식별자
3 llll.ll = 북위/남위 위치(도, 분, 초) N(북. North) 또는 S(남. South)로 방위
를 식별합니다.
4 a = 북/남. N(북. North) 또는 S(남. South)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5 yyyyy.yy,a = 동경/서경 위치(도, 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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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 동/서. W(서. West) 또는 E(동. East)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7

hhmmss.ss = 위치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8

A = 상태. A(유효 데이터) 또는 V(무효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9

a = 모드 표시자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HDG 방향, 편차, 변동
이 텔레그램에는 마그네틱 센서에서 수신되는 방향 정보가 포함되며, 이 센서
의 편차를 보정할 경우 자기 방향이 표시되고 변화만큼 오프셋할 경우 실제 방
향이 표시됩니다.
형식
$--HDG,x.x,z.z,a,r.r,a*hh<CR><LF>
방향 변환
자침 방향으로 변환하는 방법: 편동 자차(E)를 지자기 센서 출력값에 덧셈하거나
편서 자차(W)를 자기 센서 출력값에서 뺄셈합니다.
진 방향으로 변환하는 방법: 편동 자차(E)를 자침 방향에 덧셈하거나 편서 자
차(W)를 자침 방향에서 뺄셈합니다.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HDG = 텔레그램 식별자

3

x.x = 지자기 센서 선수 방향(도)

4

z.z,a = 지자기 편차(도. 동경/서경)

5

r.r,a = 자기 편차(도. 동경/서경)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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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 자침 방향
이 텔레그램에는 선박의 자침 방향(도)이 저장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설계 시 더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HDG 텔레그램으로 바뀝니다.
형식
$--HDM,x.x,M*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HDM = 텔레그램 식별자
3 x.x = 자침 선수 방향(도)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HDT 진 방향
이 텔레그램은 자이로 센서에서 방향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식
$--HDT,x.x,T*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HDT = 텔레그램 식별자
3 x.x,T = 진선수 방향(도)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RMC 최소 권장 GNSS 데이터
이 텔레그램에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수신기에서 제공되는
시간, 날짜, 위치, 진로, 속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형식
$--RMC,hhmmss.ss,A,llll.ll,a,yyyyy.yy,a,
x.x,z.z,ddmmyy,r.r,a,a*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RMC = 텔레그램 식별자
3 hhmmss.ss = 위치 결정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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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 상태. A(유효 데이터) 또는 V(항법 수신기 경고)가 사용됩니다.

5

llll.ll,a = 북위/남위 N(북. North) 또는 S(남. South)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6

yyyyy.yy.a = 동경/서경 E(동. East) 또는 W(서. West)로 방위를 식별합니다.

7

x.x = 대지 속력(노트)

8

z.z = 대지 진침로(도)

9

ddmmyy = 날짜

10 r.r,a = 자기 편차(도. 동경/서경) E(동. East) 또는 W(서. West)로 방위를 식별
합니다.
11 a = 모드 표시자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위치 탭 257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VBW 이중 대지/대수 속력
이 텔레그램에는 대수 속력 데이터와 대지 속력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형식
$--VBW,x.x,z.z,A,r.r,q.q,A,p.p,A,
c.c,A*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VBW = 텔레그램 식별자

3

x.x = 종방향 대수 속력(노트)

4

z.z = 횡방향 대수 속력(노트)

5

A = 상태, 대수 속력. A(유효 데이터) 또는 V(무효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6

r.r = 종방향 대지 속력(노트)

7

q.q = 횡방향 대지 속력(노트)

8

A = 상태, 대지 속력. A(유효 데이터) 또는 V(무효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9

p.p = 선미의 횡방향 대수 속력(노트)

10 A = 상태, 선미의 대수 속력. A(유효 데이터) 또는 V(무효 데이터)가 사용
됩니다.
11 c.c = 선미의 횡방향 대지 속력(노트)
12 A = 상태, 선미의 대지 속력. A(유효 데이터) 또는 V(무효 데이터)가 사용
됩니다.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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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W 대수 속력 및 방향
이 텔레그램에는 선박이 향하는 컴퍼스 방향과 수면에 대한 선박의 상대 속
도가 포함됩니다.
형식
$--VHW,x.x,T,x.x,M,x.x,N,x.x,K*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VHW = 텔레그램 식별자

3

x.x,T = 진선수 방향(도)

4

x.x,M = 자침 선수 방향(도)

5

x.x,N = 대수 속력(노트), 분해능 0.1

6

x.x,K = 대수 속력(km/hr), 분해능 0.1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방향 탭 262 페이지
•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 속도 탭 259 페이지

VLW 이중 대지/대수 거리
이 텔레그램에는 항행한 대수 및 대지 거리가 저장됩니다.
형식
$--VLW,x.x,N,y.y,N,z.z,N,g.g,N*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VLW = 텔레그램 식별자

3

x.x,N = 총 누적 대수 거리(해리)

4

y.y,N = 리셋 후 대수 거리(해리)

5

z.z,N = 총 누적 대지 거리(해리)

6

g.g,N = 리셋 후 대지 거리(해리)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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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G 대지 침로 및 대지 속력
이 텔레그램에는 실제 대지 침로와 대지 속력이 저장됩니다.
형식
$--VTG,x.x,T,y.y,M,z.z,N,g.g,K,a*hh<CR><LF>
형식 설명
1 – – = 송신기 식별자
2 VTG = 텔레그램 식별자
3 x.x,T = 대지 진침로(도)
4 y.y,M = 대지 자기 침로(도)
5 z.z,N = 대지 속력(노트), 분해능 0.1
6 g.g,K = 대지 속력(km/hr), 분해능 0.1
7 a = 모드 표시자
관련 항목
• 내비게이션 - 거리 탭 260 페이지

고유 텔레그램 및 형식
다음은 ME70에서 지원하는 고유 텔레그램입니다. 이 텔레그램 형식은 모두
Simrad에서 정의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은 알파벳 순서를 따릅니다.
항목
• Simrad EK500 수심 텔레그램 388 페이지
• DBS 해수면 아래 트롤 수심 389 페이지
• HFB 트롤 헤드 로프 - 풋 로프 및 풋 로프 - 해저면 389 페이지
• Kongsberg EM Attitude 1000 390 페이지
• Kongsberg EM Attitude 3000 391 페이지
• PSIMDHB 해저면 경도 및 바이오매스 392 페이지
• Sounder/TSS1 모션 프로토콜 392 페이지
• PSIMP-D PI 센서 데이터 394 페이지

Simrad EK500 수심 텔레그램
Simrad 고유의 텔레그램으로 EK500 과학 에코 사운더에 맞게 정의되어 3개 채
널을 통한 현재 수심 외에도 해저면 후방 산란 강도와 선측 해저면 기울기까지
알려줍니다. 이 텔레그램은 직렬 라인이나 이더넷(LAN) 연결을 통한 출력에
도 적합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직렬 라인 형식
D#,hhmmsstt,x.x,y.y,t,s.s<CR><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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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라인 형식 설명
1 D# = 식별자로서 채널 1, 2 또는 3에 따라 D1, D2 또는 D3 가 됩니다.
2 hhmmsstt = 현재 시간. 시, 분, 초, 1/100초
3 x.x = 탐지된 해저면 수심(미터)
4 y.y = 해저면 후방 산란 강도(dB)
5 t = 트랜스듀서 번호
6 s,s = 선측 해저면 기울기(도)
이더넷 형식
이더넷 라인 출력은 'C'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로 지정됩니다. 단, 이 형식에는 텔
레그렘 끝의 캐리지 리턴이나 라인 피드 문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struct Depth {
char Header[2];
char Separator1[1];
char Time[8];
char Separator1[2];
float Depth[4];
float Ss[4];
long TransducerNumber[4];
float AthwartShips;
};

이더넷 형식 설명
1 Header# = 채널 1, 2 또는 3에 따라 D1, D2 또는 D3 가 됩니다.
2 Separator = “,”
3 Time = 현재 시간. 시, 분, 초, 1/100초
4 Depth = 탐지된 해저면 수심(미터)
5 Ss = 해저면 후방 산란 강도(dB)
6 TransducerNumber = 트랜스듀서 번호
7 AthwartShips = 선측 해저면 기울기(도)

DBS 해수면 아래 트롤 수심
Simrad 고유의 텔레그램으로 트롤 센서의 수심이 저장됩니다.
@IIDBS,,,x.x,M,,<CR><LF>
1 II = 송신기 식별자(필수)
2 DBS = 텔레그램 식별자
3 x.x,M = 수심(0~2,000미터)

HFB 트롤 헤드 로프-풋 로프 및 풋 로프-해저면
Simrad 고유의 텔레그렘으로 헤드 로프에서 풋 로프까지, 풋 로프에서 해저
면까지 거리가 저장됩니다.
@IIHFB,x.x,M,y.y,M<CR><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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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II = 송신기 식별자(필수)
HFB = 텔레그램 식별자
x.x,M = 헤드 로프에서 풋 로프까지 거리(미터)
y.y, M = 풋 로프에서 해저면까지 거리(미터)

Kongsberg EM Attitude 1000
Kongsberg EM Attitude 1000 고유의 바이너리 텔레그램으로 10바이트로 고정된 길

이의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바이트 1: 동기화 바이트 1 = 00h
• 바이트 2: 동기화 바이트 2 = 90h
• 바이트 3: 롤 LSB
• 바이트 4: 롤 MSB
• 바이트 5: 피치 LSB
• 바이트 6: 피치 MSB
• 바이트 7: 상하동요 LSB
• 바이트 8: 상하동요 MSB
• 바이트 9: 방향 LSB
• 바이트 10: 방향 MSB
LSB = 최하위 바이트, MSB = 최상위 바이트
1 모든 데이터는 2의 보수 바이너리 형식을 따라 롤과 피치, 방향 분해능이
0.01°이고, 상하동요 분해능이 1cm입니다.
• 롤은 유효 범위 ±179.99°에서 우현이 위로 올라가면 양의 값이 됩니다.
• 피치는 유효 범위 ±179.99°에서 좌현이 위로 올라가면 양의 값이 됩니다.
• 상하동요는 유효 범위 ±9.99m에서 상향일 때 양의 값이 됩니다.
• 방향은 유효 범위 0~359.99°에서 시계 방향일 때 양의 값이 됩니다.
2 값이 유효 범위를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3 수평면과 관련하여(Hippy 120 또는 TSS 프로토콜), 혹은 임의의 피치 각도
만큼 기울어진 수평면과 관련하여(즉, 전방으로 기울어져 x축을 가리키는
피치를 중심으로 한 회전 각도) 상하동요의 측정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TSS 프로토콜(POS/MV 문서에서는 Tate-Bryant라고 불림)은 시스템 내
에서 모든 데이터 화면이나 기록 데이터에 사용됩니다(수평면과 관련하
여 롤이 있을 경우 변환이 적용됨).
4 상하동요가 표시되어 하향에서 양의 값으로 기록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기
호가 바뀝니다). 상하동요는 롤 및 피치에 따라 교정됩니다.
5 이 형식은 원래 첫 번째 동기화 바이트가 항상 0이라고 가정하여 EM 950과
EM 1000 멀티빔 에코 사운더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센서 제조
사는 첫 번째 동기화 바이트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해 센서 상태를 형식에 추
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추가되면서 데이터그램 형식
은 Kongsberg EM Attitude 3000 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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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Kongsberg EM Attitude 3000
Kongsberg 고유의 바이너리 텔레그램으로 길이가 10바이트로 고정된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바이트 1: 동기화 바이트 1 = 00h 또는 센서 상태 = 90h-AFh
• 바이트 2: 동기화 바이트 2 = 90h
• 바이트 3: 롤 LSB
• 바이트 4: 롤 MSB
• 바이트 5: 피치 LSB
• 바이트 6: 피치 MSB
• 바이트 7: 상하동요 LSB
• 바이트 8: 상하동요 MSB
• 바이트 9: 방향 LSB
• 바이트 10: 방향 MSB
LSB = 최하위 바이트, MSB = 최상위 바이트
1 모든 데이터는 2의 보수 바이너리 형식을 따라 롤과 피치, 방향 분해능이
0.01°이고, 상하동요 분해능이 1cm입니다.
• 롤은 유효 범위 ±179.99°에서 우현이 위로 올라가면 양의 값이 됩니다.
• 피치는 유효 범위 ±179.99°에서 좌현이 위로 올라가면 양의 값이 됩니다.
• 상하동요는 유효 범위 ±9.99m에서 상향일 때 양의 값이 됩니다.
• 방향은 유효 범위 0~359.99°에서 시계 방향일 때 양의 값이 됩니다.
값이 유효 범위를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2 수평면과 관련하여(Hippy 120 또는 TSS 프로토콜), 혹은 임의의 피치 각도
만큼 기울어진 수평면과 관련하여(즉, 전방으로 기울어져 x축을 가리키는
피치를 중심으로 한 회전 각도) 상하 동요의 측정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TSS 프로토콜(POS/MV 문서에서는 Tate-Bryant 라고 불림)은 시스템 내
에서 모든 데이터 화면이나 기록 데이터에 사용됩니다(수평면과 관련하
여 롤이 있을 경우 변환이 적용됨).
3 롤 및 피치로 인한 레버 암이 시스템 트랜스듀서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해
상하동요가 표시되면서 하향에서 양의 값으로 기록되는 것을 주시하십시
오(기호가 바뀝니다).
4 이 형식은 이전에는 첫 번째 동기화 바이트가 항상 0이라고 가정하여 EM 950
과 EM 1000에 사용되었습니다(데이터그램 “Kongsberg EM Attitude 1000”).
이후 센서 제조사는 첫 번째 동기화 바이트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해 센서 상
태를 형식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첫 번째 바이트에서 90h 는 최대 정확도와 함께 유효 측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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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h~99h 는 정확도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효 데이터를 나타냅니다(늘어
난 수치에 따른 정확도 감소).
• 9Ah~9Fh 는 데이터가 유효하지는 않지만 정상 작동(구성 또는 보정 모
드 등)을 나타냅니다.
• 마지막으로 A0h~AFh 는 센서 오류 상태를 나타냅니다.
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PSIMDHB 해저면 경도 및 바이오매스
Simrad 고유의 텔레그램으로 에코 사운더에서 계산한 해저면 경도와 바이오매
스가 저장됩니다.
형식
$PSIMDHB,hhmmss.ss,t,f,KHZ,x.x,M,y.y,DB,z.z,,,<CR><LF>
형식 설명
1

$P = 송신기 식별자(필수)

2

SIM = Simrad 토커 ID

3

DHB = 협정 세계시(UTC)

4

hhmmss.ss = 시간

5

t = 트랜스듀서 번호

6

f,KHZ = 에코 사운더 주파수(kHz)

7

x.x,M = 탐지된 해저면 수심(미터). DBS(해수면 아래 수심)를 감안하여 트랜
스듀서 설치 깊이가 올바로 입력되었다고 가정합니다.

8

y.y,DB = 해저면 경도(dB)

9

z.z = 바이오매스 상대 밀도(m²/nmi²) (NASC) (sA)

NASC 는 면적 산란 계수(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의 약어로서 바
이오매스 데이터의 입력 형식(sA m²/nmi²)입니다.
10 spare1 = 향후 확장을 위한 여분
11 spare2 = 향후 확장을 위한 여분

Sounder/TSS1 모션 프로토콜
고유의 Simrad Sounder/TSS1 프로토콜로 상하동요, 롤, 피치 보상에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인터페이스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센서 변수의 수가 고
정될 뿐만 아니라 함께 연동되는 토큰도 없습니다. 또한 요건에 따라 전송 속도와
출력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식은 ASCII 문자를 기반으로 데이터그
램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며,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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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에서 자세각의 정의는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오일러 (Euler) 각도 정의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롤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Rollechosounder = arcsin sin(Roll

Euler

) • cos(Pitch

Euler

)

형식
:aabbbb shhhhxsrrrr spppp<cr><lf>
형식 설명
1 aa = 좌우동요 – 좌우동요 가속도(0.03835m/ss)를 나타내는 2개의 16진수 문자
2 bbbb = 상하동요 – 상하동요 가속도(0.000625m/ss)를 나타내는 4개의 16진
수 문자
3 s = 양의 값인 경우 “공백“ 문자가, 음의 값인 경우 “–” 문자가 입력되는 단
일 문자
4 hhhh = 상하동요 – 양의 값을 상향으로 상하동요 위치(cm)를 나타내는 4개
의 10진수 문자
5 x = 상태 문자:
• U = 비보조 모드 및 안정적인 데이터. 센서가 외부 입력 데이터 없이
작동합니다.
• u = 비보조 모드 및 불안정한 데이터. 센서가 외부 입력 데이터 없이 작동
하지만 센서의 출력 데이터가 불안정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센서 전원을
켜서 재시작한 후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
에서 전원 재생 후 정렬 시간은 약 5분입니다.
• G = 속력 보조 모드 및 안정적인 데이터. 센서가 속력 데이터의 외부
입력과 함께 작동합니다.
• g = 속도 보조 모드 및 불안정한 데이터. 센서가 속력 데이터의 외부 입력
과 함께 작동하지만 센서의 출력 데이터가 불안정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센서 전원을 켜서 재시작한 후 정렬하지 않았거나 속력 데이터의 입력
오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 H = 방향 보조 모드 및 안정적인 데이터. 센서가 방향 데이터의 외부
입력과 함께 작동합니다.
• h = 방향 보조 모드 및 불안정한 데이터. 센서가 방향 데이터의 외부 입력
과 함께 작동하지만 센서의 출력 데이터가 불안정합니다. 가능한 이유
는 센서 전원을 켜서 재시작한 후 정렬하지 않았거나 선수 방향 데이터
의 입력 오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 F = 완전 보조 모드 및 안정적인 데이터. 센서가 속력 및 방향 데이터
의 외부 입력과 함께 작동합니다.
• f = 완전 보조 모드 및 불안정한 데이터. 센서가 방향 및 속력 데이터의 외
부 입력과 함께 작동하지만 센서의 출력 데이터가 불안정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센서 전원을 켜서 재시작한 후 정렬하지 않았거나 선수 방향 및/또
는 속력 데이터의 입력 오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6 s = 양의 값인 경우 “공백“ 문자가, 음의 값인 경우 “–” 문자가 입력되는 단
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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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rrrr = 롤 – 롤 각도(1/100도)를 나타내는 4개의 10진수 문자

s = 양의 값인 경우 “공백“ 문자가, 음의 값인 경우 “–” 문자가 입력되는 단
일 문자
9 pppp = 피치 – 피치 각도(1/100도)를 나타내는 4개의 10진수 문자
관련 항목
• 모션 센서 연결 93 페이지

PSIMP-D PI 센서 데이터
Simrad 고유의 텔레그램으로 외부 PI 포획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PS 및 PI
센서의 유형과 구성이 저장됩니다.
노트

이 텔레그램 형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 PSIMP-D1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위 설명 외에 자세한 내용은 Simrad 에게 문의하십시오 .
$PSIMP,D,tt,dd,M,U,S,C,V,Cr,Q,In,SL,NL,G,
Cb,error*chksum<CR><LF>
1 PS = 송신기 식별자(필수)
2 IMP = 텔레그램 식별자
3 D = 문장 지정자
4 tt = 시간
5 dd = 현재 날짜
6 M = 측정 유형:
• D = 수심
• T = 온도
• C = 포획
• B = 해저면
• N = 센서 없음
• M = 마커
7 U = 단위: 수심 측정시 M, f 또는 F, 온도 측정 시 C 또는 F
8 S = 소스: 현재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센서의 번호(1, 2 또는 3)
9 C = 채널: 현재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하는 통신 채널 수(1~30)
10 V = 값: 현재 센서의 측정 범위
11 Cr = 변화율: 현재 수심 또는 온도 측정 범위
12 Q = 수신 상태:
• 0 = 센서와 수신기 간 연결 없음
• 1 = 1~2개의 텔레메트리 펄스가 손실되었으며, 현재 값이 예측됨
• 2 = 현재 데이터 값이 안정적임
13 In =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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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간섭 없음
• 1 = 간섭 탐지됨
14 SL = 신호 레벨 – 텔레메트리 펄스 신호 레벨(dB // 1 µPa)
15 NL = 노이즈 레벨 – 현재 채널의 평균 노이즈 레벨(dB // 1 µPa)
16 G = 현재 게인(0, 20 또는 40dB)
17 Cb = 케이블 상태:
• 0 =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음
• 1 = 케이블 상태 좋음
• 2 = 단락 발생 또는 하이드로폰 전류가 너무 큼
18 error = 오류 검출 – 0 = 검출된 오류 없음 0보다 큰 수: 오류 검출됨
19 chksum = 체크섬 필드는 '*'과 2개의 16진수로 구성되어 '$'와 '*' 등의 문자 사
이에 있는 모든 문자가 exclusive OR인 것을 나타냅니다.
관련 항목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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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고유 텔레그램 및 형식
다음은 ME70에서 지원되는 타사의 모든 텔레그램 형식입니다. 이 텔레그램 형
식은 타사에서 개발하였지만 타사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위해 ME70에서도
지원됩니다.
항목
• Atlas 수심 텔레그램 396 페이지
• Ifremer 트롤 데이터그램 396 페이지

Atlas 수심 텔레그램
Atlas 고유의 텔레그램으로 두 가지 채널을 통해 현재 수심이 저장됩니다.
노트

ME70에서 이 텔레그램은 첫 번째 두 개의 빔에서 출력되는 수심만 내보냅니다. 이
빔은 일직선으로 하향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효성이 불확실합니다.
형식
Dyxxxxx.xxm
형식 설명
1 Dy = 채널 번호. DA 는 1번 채널이고, DB 는 2번 채널입니다.
2 xxxxx.xx = 수심(미터)
3 m = 미터

Ifremer 트롤 데이터그램
이 고유 텔레그램은 Pacha 및 Scanmar 트롤 시스템에서 트롤 정보를 수신하
는 데 사용됩니다.
형식
데이터 형식

크기

유효 범위

시작

1바이트

$

코드

1바이트

P

소유자 ID(Ifremer)

4바이트

IFM

선박

2바이트

TS(= Thalassa)

송신기 CITE

4바이트

TEC

날짜

9바이트

dd/mm/yy,

시간

13바이트 hh:mm:ss.sss,

참고

NMEA 헤더

Ifremer 헤더

텔레그램 데이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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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유효 범위

헤더

6바이트

POGCH

Pacha 상태

3바이트

-3 to +1

주1

3바이트

-3 to +1

주2

인디케이터 좌현 비콘

2바이트

X,

주3

위도

14바이트 S,DD,MM.MMMMM,

경도

15바이트 S,DDD,MM.MMMMM,

수평 거리

10바이트 +XXXXX.XX, (미터)

방위 비콘/선박

7바이트

+XX.XX, (도)

침수

9바이트

XXXXX.XX, (미터)

인디케이터 우현 비콘

2바이트

X,

위도

14바이트 S,DD,MM.MMMMM,

경도

15바이트 S,DDD,MM.MMMMM,

수평 거리

10바이트 +XXXXX.XX, (미터)

방위 비콘/선박

7바이트

+XX.XX, (도)

수심

9바이트

XXXXX.XX, (미터)

Scanmar 상태

참고

트롤 위치

주4

트롤 파라미터 각 파라미터에서 첫 번째 바이트인 'S'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 5를 참조하십시오.
수심

11바이트 S,XXXXX.XX, (미터)

주5

온도

10바이트 SX,±XX.XXX, (도. 섭씨)

주5

헤드 로프 높이

11바이트 S,XXXXX.XX, (미터)

주5

트롤 속도 / 선박 종방향 해수

8바이트

S,XX.XX, (미터/초)

주5

트롤 속도 / 선박 횡방향 해수

8바이트

S,XX.XX, (미터/초)

주5

풋 로프 높이

11바이트 S,XXXXX.XX, (미터)

주5

수직 전개

8바이트

S,XXX.X, (미터)

주5

수평 전개

8바이트

S,XXX.X, (미터)

주5

2번 센서 간 거리

8바이트

S,XXX.X, (미터)

주5

3번 센서 간 거리

8바이트

S,XXX.X, (미터)

주5

2바이트

<CR><LF>:

텔레그램 끝
끝
전체 바이트 수는 253입니다.

주
1

Pacha 상태 값:
• +0: 데이터 Pacha 양호
• +1: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음
• -1: 기본 Pacha
• -2: 기본 통신 Pacha
• -3: 기본 시간 동기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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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anmar 상태 값:
• +0: 데이터 Scanmar 양호
• +1: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음
• -1: 기본 Scanmar
• -2: 기본 통신 Scanmar
• -3: 기본 시간 동기화 단위

3

인디케이터 좌현 비콘 값:
• 0: 이용할 수 있는 좌현 비콘: 유효 데이터
• 1: 이용할 수 있는 좌현 비콘: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음
• 3: 이용할 수 있는 좌현 비콘: 센서 없음
• 9: 이용할 수 있는 좌현 비콘

4

인디케이터 우현 비콘 값:
• 0: 이용할 수 있는 우현 비콘: 유효 데이터
• 1: 이용할 수 있는 우현 비콘: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음
• 3: 이용할 수 있는 우현 비콘: 센서 없음
• 9: 이용할 수 있는 우현 비콘

5

트롤 파라미터 상태 바이트:
• 0: 이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유효 데이터
• 1: 이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음
• 2: 이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음향 간섭 문제
• 3: 이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데이터 없음
• 9: 이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관련 항목
• 트롤 대화 상자 267 페이지

파일 형식
다음은 ME70에서 지원되는 모든 독점 및 타사 파일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Simrad 및/또는 타사에서 개발하였지만 주변부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위
해 ME70에서도 지원됩니다.
항목
항목
• AML CALC 파일 형식 399 페이지
• Sippican SVP 파일 형식 39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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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CALC 파일 형식
Applied Microsystems(AML) 고유의 이 파일 형식은 음속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
는 데 사용됩니다. ASCII 형식을 따르며 라인 헤더가 5개, 그리고 데이터 라인
의 수는 가변적입니다.
형식
CALC, sn, date, depth_increment, depth_display
AML SOUND VELOCITY PROFILER S/N: xxxxx
DATE:xxxxx TIME:xxxxx
DEPTH OFFSET(M): xxxx.x
DEPTH(M) VELOCITY (M/S) TEMPERATURE (°C)

설명
1 라인:
• sn = 센서 일련 번호
• date = 컴퓨터에서 가져온 현재 날짜
• depth_increment = 수심 증분 기록
• depth_display = 수심 단위(미터 또는 데시바)
2 라인:
• s/n = 음속 측정기의 일련 번호
3 라인:
• date = 율리우스 적일
• time = 센서의 기록 시작 시간
4 라인:
• depth offset = 해수면 압력 오프셋
5 라인:
• 각 라인에는 수심(m), 속도(m/s) 및 온도(°C)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치
는 공백 문자로 구분하며, 라인은 라인 피드로 종료됩니다. 모든 수치
는 소수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제: xxx.x xxxx.x xx.x <LF>
• 마지막 라인은 정보를 종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0이 3개 포함되고, 각 0 사
이에는 공백 문자가 2개 입력됩니다.
• 예제: 0 0 0

Sippican SVP 파일 형식
이 독점적인 Sippican 파일 형식은 음속 프로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
다. 파일 형식은 몇 줄의 본문과 주석으로 구성된 ASCII 형식입니다. 이 형식
은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This is a MK12 EXPORT DATA FILE

(EDF)

//
Date of Launch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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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Launch

: 17:10:52

Sequence #

: 1

Latitude

: 43 6.998S

Longitude

: 148 16.697E

Serial #

: 0

//
// Here are the contents of the memo fields
//
Mission AUSTREA2 N/O L'ATALANTE
//
// Here is some probe information for this drop
//
Probe Ty pe

: T-7

Terminal Depth

: 760 m

Depth Coeff. 1

: 6.691

Depth Coeff. 2

: -0.00225

//
Raw Data Filename

: J:\T7_00001.RDF

//
Display Units

: Metric

//
// This XBT export file has not been noise reduced
// or averaged.
// Sound velocity derived with assumed
// salinity: 30.00 ppt
//
Depth (m) - Temperature (°C) - Sound Velocity (m/s)
7.32

1508.07

1.3

0.71

17.33

1508.12

2.0

17.27

1507.96

2.7

17.28

1508.00

3.3

17.31

1508.11

4.0

17.32

1508.13

4.7

17.32

1508.13

//
// This XCTD export file has not been noise reduced
// or averaged
//
Depth (m) Temp (°C) Salinity (0/00) (m) (C) (PPT)
0.65

19.31

36.400

1.29

18.83

36.400

1.94

18.60

36.400

2.59

18.51

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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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에서 내보낸 *.raw 파일에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데이터그램 형식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구성
• NMEA
• 주석
• 샘플
모든 *.raw 파일은 2개의 구성 텔레그램, 즉 CON0 및 CON1로 시작합니다.
NMEA, 주석 및 샘플 데이터그램이 나머지 파일 내용을 구성합니다. 이 데이터그
램은 ME70에서 생성된 순서대로 *.raw 파일에 작성됩니다.
코드 라인에서 '//' 문자에 이어 나오는 정보는 해당 라인에 대한 주석입니다.
항목
• 데이터 캡슐화 402 페이지
• 구성 데이터그램 403 페이지
• NMEA 데이터그램 404 페이지
• 주석 데이터그램 405 페이지
• 샘플 데이터그램 405 페이지
• 선박 좌표계 406 페이지
• 수치 형식 정의 40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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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캡슐화
모든 데이터 파일에 표준 캡슐화 체계가 사용됩니다. 각 데이터그램은 4바이
트 길이의 태그로 시작하여 데이터그램의 길이(바이트)를 나타냅니다. 데이
터그램 끝에도 동일한 길이의 태그가 추가됩니다.
long Length;
struct DatagramHeader
{
long DatagramType;
struct {
long LowDateTime;
long HighDateTime;
} DateTime;
};
- < datagram content
- long Length;
};

데이터그램은 모두 동일한 헤더를 사용합니다. 데이터그램 형식은 데이터그
램 형식 필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간편한 해석과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
해 ASCII 문자 4개가 사용되며 이 중 3개는 데이터그램 형식을, 그리고 1개
는 데이터그램 버전을 나타냅니다.
DateTime 구조에는 64비트 정수 값이 저장되어 1601년 1월 1일부터 100나노초의
간격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Windows NT 운영 체제에서 사용되는 내부 'filetime'입
니다.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영역에는 바이트 수가 저장되며, 내용은 데이터그
램에 따라 그게 달라집니다.
공용 컴퓨터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 Intel 기반 컴퓨터는 LSB(최하위 바이트)부터 시작하여 파일에 다중 바이트
수치를 기록합니다.
• HP, Sun 및 Motorola는 그 반대로 MSB(최상위 바이트)부터 파일에 기록합니다.
데이터그램 내에서 길이 태그 및 모든 바이너리 필드의 바이트 순서는 항상 데이
터 파일을 작성하는 컴퓨터의 기본 바이트 순서와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파
일을 읽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그램에 저장된 모든 다중 바이트 수치의 바이트 스
와핑을 실행합니다. 바이트 스와핑은 헤더 길이 태그와 테일 길이 태그가 서로 일
치하지 않을 때마다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그램의 바이트 순서를 확인할 때
두 길이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Intel 프로세서는 RAM 주소에 상관없이 다중 바이트 수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세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short형(2바이트)은
짝수 주소에, 그리고 long형(4바이트)과 float형(4바이트)은 4로 나눠지는 주소
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의 수치 필드를 지정할 때는 이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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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데이터그램
모든 문자열은 0으로 종료됩니다.

“CON0” 데이터그램
struct ConfigurationDatagram
{
DatagramHeader DgHeader // ”CON0”
ConfigurationHeader ConfigHeader;
ConfigurationBeam Beam[];
};
{
char cSurveyName[128]; // File name prefix
char cTransectName[128]; // Not used
char cSounderName[128]; // "MBES"
char cVersion[30]; //
short nMultiplexing; // Always 0
long lTimeBias; // difference between UTC
// and local time [minutes]
float fSoundVelocityAverage; // [m/s]
float fSoundVelocityTransducer; // [m/s]
char cSpare[84];
long lTransducerCount; // 1,2,3..
};
struct ConfigurationBeam
{
char ChannelId[128];
long BeamType; // See note 1 below
float Frequency; // [Hz]
float Reserved1; // Not used
float EquivalentBeamAngle; // [dB]
float BeamWidthAlongship; // [degree]
float BeamWidthAthwartship; // [degree]
float AngleSensitivityAlongship;
float AngleSensitivityAthwartship;
float AngleOffsetAlongship; // [degree]
float AngleOffsetAthwartship; // [degree]
float PosX; // future use
float PosY; // future use
float PosZ; // future use
float BeamSteeringAngleAlongship; // [degree]
// See note 2 below
float BeamSteeringAngleAthwarthship; // [degree]
// See note 3 below
float BeamSteeringAngleUnused; // Not used
float PulseLength; // [seconds]
float Reserved2; // Not used in ME70
char Spare1[8]; // future use
float Gain; // [dB]
float Reserved3; // Not used in ME70
char Spare2[8]; // future use
float SaCorrection; // [dB]
float Reserved4; // Not used in ME70
char Spare3[8];
char GPTSoftwareVersion [16];
char Spare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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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Type: 32비트 정수이지만, 마지막 3비트만 사용됩니다.

• 비트 0: 0 = 단일 빔, 1 = 분할 빔
• 비트 1: 0 = 팬의 빔, 1 = 기준 빔
• 비트 2: 0 = 기준 빔 'A', 1 = 기준 빔 'B'
2

BeamSteeringAngleAlongship: Y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회전

선박 좌표계 406 페이지 참조.
3

BeamSteeringAngleAthwarthship: X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회전

선박 좌표계 406 페이지 참조.

“CON1” 데이터그램
CON1 데이터그램에는 파일 기록 중에 사용되는 빔 모드에 대한 설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빔 구성 XML 형식에서 받은 정보를 담고 있는 XML 텍스
트 문자열의 관점에서 기술됩니다.
struct ConfigurationDatagram
{
DatagramHeader DgHeader; // "CON1"
char BeamConfiguration[]; // xml string
};

관련 항목
• 빔 구성 XML 형식 456 페이지

NMEA 데이터그램
NMEA 데이터그램에는 원본 NMEA 0183 입력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struct TextDatagram{
DatagramHeader DgHeader; // “NME0”
char Text[]; // ”$GPGLL,5713.213,N......”
};

데이터그램의 크기는 문장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항목
•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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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데이터그램
주석 데이터그램에는 주석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struct TextDatagram{
DatagramHeader DgHeader; // “TAG0”
char Text[]; // ”Dangerous wreck”
};

텍스트 문자열은 0으로 종료됩니다. 전체 데이터그램의 크기는 주석 길이(최
대 80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데이터그램
샘플 데이터그램에는 오직 1개의 빔 채널에서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저
장되는 샘플 데이터로는 전력 또는 전력 및 각도가 있습니다.
struct SampleDatagram
{
DatagramHeaderDgHeader; // “RAW0”
short Channel; // Channel number
short Mode;
// Datatype: 1 = Power, 2 = Angle, 3 = Both
float TransducerDepth; // [m]
float Frequency; // [Hz]
float TransmitPower; // [W]
float PulseLength; // [seconds]
float BandWidth; // [Hz]
float SampleInterval; // [s]
float SoundVelocity; // [m/s]
float AbsorptionCoefficient; // [dB/m]
float Heave; // [m]
float Roll; // [degree]
float Pitch; // [degree]
float Temperature; // [deg C]
float Heading; // [degree]
short TransmitMode;
// 0 = Active, 1 = Passive
// 2 = Test, -1 = Unknown
char Spare[6];
long Offset; // First sample
long Count; // Number of samples
short Power[]; // Compressed format - See below!
short Angle[]; // See below!
};

1

전 력 : 전력 데이터는 압축되어 샘플 데이터그램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정확
한 값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정식에 따라 압축된 값을 풀어야 합니다.
y=x

10 log(2)
256

여기에서,
x = 데이터그램에서 가져온 전력 값
y = 변환 값(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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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 : 종방향 전기각과 횡방향 전기각은 단일 16비트 워드로 출력됩니다. 종

방향 각도는 최상위 바이트인 반면 횡방향 각도는 최하위 바이트입니다.
각도 데이터는 2의 보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전기 각도는 빔 중앙을 기
준으로 한 타겟 위치를 구하기 위해 각도 감도를 곱해야 합니다. 양의 수는
선수 및 우현 방향을 가리킵니다.

선박 좌표계
ME70은 양의 값 X가 전방, 양의 값 Y가 우현, 양의 값 Z가 아래를 향하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즉, 수심의 값은 양수입니다.
각도는 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 회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0도는 X축과 Y
축(롤 및 피치)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 대한 수평면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
어, 롤이 X축을 중심으로 한 경우 양의 값이면 우현이 아래로 내려감을 뜻합니다.
좌표계의 오리고가 X 및 Y 방향 어느 곳에 있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

Z 방향에서 오리고는 반드시 흘수선 상에 놓여야 합니다.

노트

선박이 초기 트림인 상태에서 해수면이 수평(X-Y) 면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흘수
선은 상가 전에 선박이 초기 트림인 상태에서 선체 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

하향 (Z 축 )

2

우현 (Y 축 )

3

전방 (X 축 )

4

기준점 ( 오리고 )

-Z
-Y
-X

어레이 좌표계와 선박 좌표
계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Y
만, 서로 일치합니다. 설치 과
정에서의 부정확도로 인한 편
차는 이 두 좌표계 간의 미미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Cd21807)

+X
+Z

ME70 팬의 중앙 빔은 0도의 이물 빔 조향에, 그리고 좌현을 향한 빔들은 0도 미
만의 각도(음의 값)에 위치하는 반면, 우현을 향한 빔들은 0도보다 더 높은 각
도(양의 값)에 위치합니다. 수직 빔은 고물 빔 조향이 0도입니다. 선수를 향한
빔들은 0도보다 높은 각도(양의 값)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선미를 가리키는 빔
들은 0도 미만의 각도(음의 값)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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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형식 정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할 때 공통 C 구조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블록을 표현합
니다. 다양한 C 형식의 크기:
• char = 8비트 정수
• uchar = 8비트 무부호 정수
• short = 16비트 정수
• ushort = 16비트 무부호 정수
• WORD = 16비트 무부호 정수
• int = 32비트 정수
• long = 32비트 정수
• ulong = 32비트 무부호 정수
• DWORDLONG = 64비트 무부호 정수
• float = 32비트 부동 소수점(IEEE 754)
• double = 64비트 부동 소수점(IEEE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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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및 원격 제어

이 장에서는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
법, 그리고 이 장비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포함된 정보
는 ME70과 통신하기 위해 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래
머와 기술 인력들을 위한 것입니다.
노트

다음 본문에서 채널이라는 단어는 음향 빔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키워드는 음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프
로그래밍할 때 EK60 과의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
항목
• 원리 409 페이지
• ME70 정보 요청 410 페이지
• ME70 에 연결 411 페이지
• 연결 활성화 유지 413 페이지
• ME70 에 요청 보내기 414 페이지
• 데이터 구독 요청 418 페이지
• 파라미터 관리 요청 424 페이지
• ME70 연결 해제 438 페이지
• 데이터 구독 유형 439 페이지
• 데이터 구독 파라미터 444 페이지
• 수치 형식 정의 465 페이지
• “C++” 샘플 코드 46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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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
기를 통해 데이터를 구독하
고 자신의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에서 ME70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ommands and responses
(UDP / ASCII / XML)

Client
program

Multibeam
system

Subscribed parameter updates
(UDP / Binary)

직접 작성해야 하는 이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
해 핑 시작/중지, 핑 간격 변
Subscribed data updates
경, 데이터 기록 시작/중지
(UDP / Binary)
와 같은 ME70 작동 및 기능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ME70의 데이터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70이 수심 데이터, 타겟 강도 데이터, 통합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내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016021-004)

ME70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의 통신은 LAN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UDP)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령과 응답 메시지
는 XML 기반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한 데이터 업데이트는 바이너리 데이
터 구조이며,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 디코딩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독 및 원격 제어 프로세스의 일부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1

ME70 정보 요청

2

ME70에 연결

3

연결 활성화 유지

4

ME70에 요청(데이터 구독 또는 파라미터 관리) 발행
• 데이터 구독 요청:
– 데이터 구독 생성
– 데이터 처리
– 데이터 구독 변경
– 데이터 구독 중단
• 파라미터 관리 요청:
– 파라미터 가져오기
– 파라미터 설정
– 파라미터 알림 시작
– 파라미터 알림 중단

5

ME70 연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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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ME70 정보 요청 410 페이지
• ME70 에 연결 411 페이지
• 연결 활성화 유지 413 페이지
• ME70 에 요청 보내기 414 페이지
• 데이터 구독 요청 418 페이지
• 파라미터 관리 요청 424 페이지
• ME70 연결 해제 438 페이지

ME70 정보 요청
ME70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ME70 컴퓨터의 IP 주소 및 명령 포트 번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는
RequestServerInfo 및 ServerInfo2 메시지를 사용해 이루어집니다.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ServerInfo’ 메시지 410 페이지
• 데이터 구독 ‘ServerInfo2’ 메시지 411 페이지

데이터 구독 ‘RequestServerInfo’ 메시지
다음 RequestServerInfo 메시지를 ME70 컴퓨터의 특정 IP 주소로 전송하거나 LAN
을 통해 브로드캐스팅하여 모든 컴퓨터로부터 해당 정보를 가져옵니다. 메시
지는 ME70 프로그램의 Remoting(원격) 대화 상자에서 Server(서버) 탭의 Local
port(로컬 포트) 필드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포트 번호로
전송해야 합니다.
struct RequestServerInfo
{
char Header[4]; // "R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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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ServerInfo2’ 메시지
ME70은 ME70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메시지로 RequestServerInfo 메시지에 응답할
것입니다. ServerInfo2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ServerInfo2
{
char Header[4];
// "SI2\0"
char ApplicationType[64];
char ApplicationName[64];
// Name of the current application
char ApplicationDescription[128];
// Description of the current application
long ApplicationID;
// ID of the current application
long CommandPort;
// Port number to send commands to
long Mode;
// Whether the application is running against the local
// data source or a remote data source
char HostName[64];
// IP address of the computer the application is running on
};

이제부터는 서버 UDP 포트 번호 CommandPort 를 사용해 명령을 ME70 프로그램
에 전송해야 합니다.

ME70에 연결
ME70에 명령을 전송하려면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연결 명령인
ConnectRequest를 ME70에 전송함으로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자신을 인식하도

록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사용자 계정과 암호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 데이터 구독 ‘ConnectRequest’ 메시지 411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2 페이지

데이터 구독 ‘ConnectRequest’ 메시지
ConnectRequest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ConnectRequest
{
char Header[4];
// "CON\0"
char ClientInfo[1024];
// Example: "Name:Simrad;Password:\0"
};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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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ME70은 연결 명령이 성공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최소한 클라이언트 ID가 저장
된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반면 연결 명령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성공적인 연결에 대한 Response 메시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Response
{
char Header[4];
// "RES\0"
char Request[4];
// "REQ\0"
char MsgControl[22];
// "\0"
char MsgResponse[1400];
// Response text containing the result of connection request
};

‘MsgResponse’ 필 드
MsgResponse 필드의 내용은 ResultCode 와 Parameters 로 구성됩니다.

• ResultCode
이것은 작업의 결과입니다. 다음 값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 S_OK: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E_ACCESSDENIED: 알 수 없는 계정 또는 잘못된 암호로 인해 작업이 실
패하였습니다.
– E_FAIL: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작업이 실패하였습니다.
• 파라미터
ConnectRequest 이 성공하는 경우에 한해 콤마로 구분된 다양한 이름/값 쌍의

목록이 출력됩니다.
– ClientID: 향후 서버 응용 프로그램과의 모든 통신에 사용할 현재 클라이언
트의 ID
– AccessLevel: 현재 클라이언트의 종합적인 액세스 레벨
예를 들어 연결에 성공할 경우 다음 메시지가 MsgResponse 에 저장 및 출력됩니다.
ResultCode:S_OK,
Parameters:{ClientID:1,AccessLevel:1}\0

‘ResultInfo’ 필 드

연결 명령이 실패하면 ResponseField 에 실패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있는 ResultInfo
필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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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활성화 유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ME70에 연결되면 응용 프로그램 및 통신 '상태'에 대한 2
방향 모니터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및 ME70 프로그램 모두
매초마다 '활성화' 메시지를 전송해야 함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ME70에 보내는 메시지는 AliveReport 메시지인 반면,
ME70은 AliveReportDef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항목
• 데이터 구독 ‘AliveReport’ 메시지 413 페이지
• 데이터 구독 ‘AliveReportDef’ 메시지 413 페이지

데이터 구독 ‘AliveReport’ 메시지
AliveReport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ruct AliveReport
{
char Header[4];
// "ALI\0"
char Info[1024];
// Example: "ClientID:1,SeqNo:1\0"
};

‘Info’ 필 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AliveReport 메시지의 Info 필드는 아래와 같습
니다(예시).
ClientID:1,SeqNo:1\0

Info 필드의 SeqNo 영역에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다음 요청 메시지의
시퀀스 번호가 입력됩니다. 접속이 이루어지면 시퀀스 번호는 1부터 시작합니
다. 서버는 이 번호를 사용해 클라이언트 메시지/패키지 손실 여부를 탐지하고,
손실이 발견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재전송 요청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Info 필드의 SeqNo 영역에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다음 응
답 메시지의 시퀀스 번호가 입력됩니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은 이 번호를
사용해 서버의 메시지/패키지 손실 여부를 탐지하고, 손실이 발견되면 서버에 재
전송 요청을 보냅니다. SeqNo 는 메시지의 각 UDP 패키지마다 증분됩니다.

데이터 구독 ‘AliveReportDef’ 메시지
AliveReportDef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ruct AliveReportDef
{
char Header[4];
// "ALI\0"
char Info[1024];
// Example: "ClientID:1,SeqNo: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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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AliveReportDef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예
시).
SeqNo:1\0

ME70에 요청 보내기
ME70 프로그램의 유효한 명령 대상 중 하나에게 명령을 실행하려면 Request 메
시지를 ME70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ProcessedData’ 메시지 417 페이지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Request 메시지의 주요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Request
{
char Header[4];
// "REQ\0"
char MsgControl[22];
// Sequence no, Current pkg no, Total pkg no
char MsgRequest[1400];
// XML based command request
};

‘MsgControl’ 필 드
MsgControl 필드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시퀀스 번호
이 번호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ME70에 보내는 각 요청 메시지/패키지마
다 증분됩니다.
• Current pkg no
이것은 현재 패키지 수 필드입니다. 요청이 몇 개의 UDP 패키지로 분할되어
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UDP 패키지 수가 표시됩니다. 그 값은 패키지 메시
지 1개에 대해 항상 1입니다.
• Total pkg no
이것은 전체 패키지 수 필드입니다. 현재 요청을 구성하고 있는 UDP 패키
지의 전체 수를 표시합니다.

예 11 ‘MsgControl’ 필드
MsgControl 의 내용이 ”2,1,3\0”이라면 현재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서 ME70
로 전송된 두 번째 요청 메시지이며, 현재 UDP 패키지가 총 3개의 UDP 패키
지로 구성된 요청 중 1번 패키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14

410529/C

데이터 구독 및 원격 제어

‘MsgRequest’ 필 드
MsgRequest 의 내용은 현재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청 형식은 XML 기반이며, 명령 대상, 명령 대상에 대한 <메소드>, 그리고 현
재 메소드에 적절한 입력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청 구조
는 다음과 같습니다.
<request>
<clientInfo>
<cid>clientid</cid>
<rid>requestid</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xx</targetComponent>
<method>
<yy>
<zz></zz>
</yy>
</method>
</request>

여기에서,
• clientid 는 클라이언트 ID입니다.
• requestid 는 요청 ID입니다.
• xx 는 현재 명령 대상의 이름입니다.
• yy 는 현재 <메소드>의 이름입니다.
• zz 는 현재 <메소드>의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Request 메시지를 사용해 ME70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마
다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struct Response
{
char Header[4];
// "RES\0"
char Request[4];
// "REQ\0"
char MsgControl[22];
// "\0"
char MsgResponse[1400];
// Response text containing the result of connection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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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Control’ 필 드
MsgControl 필드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시퀀스 번호
이 번호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ME70에 보내는 각 요청 메시지/패키지마
다 증분됩니다.
• Current pkg no
이것은 현재 패키지 수 필드입니다. 요청이 몇 개의 UDP 패키지로 분할되어
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UDP 패키지 수가 표시됩니다. 그 값은 패키지 메시
지 1개에 대해 항상 1입니다.
• Total pkg no
이것은 전체 패키지 수 필드입니다. 현재 요청을 구성하고 있는 UDP 패키
지의 전체 수를 표시합니다.

예 12 ‘MsgControl’ 필드
MsgControl 의 내용이 ”2,1,3\0”이라면 현재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서 ME70
로 전송된 두 번째 요청 메시지이며, 현재 UDP 패키지가 총 3개의 UDP 패키
지로 구성된 요청 중 1번 패키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MsgResponse’ 필 드
MsgResponse의 내용은 현재의 명령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답 형식은 XML 기

반이며, 응답 메시지에는 결과, 오류 메시지, 그리고 현재 <메소드>와 관련된 출
력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MsgResponse 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sponse>
<clientInfo>
<cid dt="3">clientid</cid>
<rid dt="3">requestid</rid>
</clientInfo>
<fault>
<detail>
<message dt="8"></message>
<errorcode dt="3">0</errorcode>
</detail>
</fault>
<yyResponse>
<zz dt="3"></zz>
</yy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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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dt='3' 은 정수를 위한 데이터 유형입니다(32비트).
• clientid 는 클라이언트 ID입니다.
• requestid 는 요청 ID입니다.
• message 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덧붙여지는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 error code 는 작업의 결과입니다(0 = OK).
• yy 는 현재 <메소드>의 이름입니다.
• zz 는 현재 <메소드>의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구독 ‘ProcessedData’ 메시지
ME70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되돌려 보내야 할 때는 항상
ProcessedData 메시지가 사용됩니다.
ProcessedData 메시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ProcessedData
{
char Header[4];
// "PRD\0"
long SeqNo;
// Sequence number of the current message/package
long SubscriptionID;
//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data
unsigned short CurrentMsg;
// Current UDP package number
unsigned short TotalMsg;
// Total number of UDP packages
unsigned short NoOfBytes;
// Number of bytes in the following data field
unsigned byte Data[];
// Actual data
};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이 UDP 패키지 1개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가 여러 개의 UDP 패키지로 분할됩니다.
‘TotalMsg’ 필 드
TotalMsg 필드에는 현재 데이터의 UDP 패키지 수가 입력됩니다. 1보다 큰 수로

식별됩니다.
‘CurrentMsg’ 필 드
CurrentMsg 필드에는 현재 UDP 패키지 수 / 전체 패키지 수가 입력됩니다.

'Data' 필 드
Data 필드는 데이터 구독 유형 439 페이지 섹션에 기술된 것처럼 구독에서 지정

한 출력 구조에 따라 디코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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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요청
ME70의 데이터를 구독하려면 Request 메시지를 ME70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메
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데이터 구독 생성
b 데이터 처리
c
데이터 구독 변경
d 데이터 구독 중단
노트

모든 구독에 대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ME70 으로 Request 메시지를 보
내야 합니다 .
모든 구독에 대해 ME70 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Response 메시지가 반환
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 메시지들의 MsgRequest 및 MsgResponse 필드의 내용에 대
해 설명할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다른 데이터 구독 유형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 구독 유형 439 페
이지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항목
• 데이터 구독 생성 418 페이지
• 데이터 처리 420 페이지
• 데이터 구독 변경 420 페이지
• 데이터 구독 중단 422 페이지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 데이터 구독 유형 439 페이지

데이터 구독 생성
새로운 데이터 구독을 생성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
하십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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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Subscribe>로 설정합니다. 다음 파라미
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RequestedPort

데이터를 수신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의 로컬 포트

DataRequest

실제 구독 명세

예 13 Request 메시지의 ‘Create data subscriptions’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1</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RemoteDataServer</targetComponent>
<method>
<Subscribe>
<requestedPort>12345</requestedPort>
<dataRequest>BottomDetection</dataRequest>
</Subscribe>
</method>
</request>

노트

클라이언트 ID(cid) 필드는 접속 시 ME70 에서 받은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청 ID(rid) 필드는 이 구독에 고유한 것이어야 하며 , 구독 응답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method>의 출력 파라미터는 다음
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SubscriptionID

현재 구독 ID로서 포트가 같다고 해도 여려 구독으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 14 Response 메시지의 ‘Create data subscriptions’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1</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Subscrib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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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4 Response 메시지의 ‘Create data subscriptions’ MsgResponse 필드 ( 연속)
<subscriptionID dt="3"></subscriptionID>
</SubscribeResponse>
</response>

데이터 처리
ME70의 데이터는 ProcessedData 메시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ProcessedData 메시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ProcessedData
{
char Header[4];
// "PRD\0"
long SeqNo;
// Sequence number of the current message/package
long SubscriptionID;
//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data
unsigned short CurrentMsg;
// Current UDP package number
unsigned short TotalMsg;
// Total number of UDP packages
unsigned short NoOfBytes;
// Number of bytes in the following data field
unsigned byte Data[];
// Actual data
};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이 UDP 패키지 1개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가 여러 개의 UDP 패키지로 분할됩니다.

데이터 구독 변경
데이터 구독을 변경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시
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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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ChangeSubscription>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 다음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subscriptionID

변경할 구독 ID

DataRequest

실제 구독 명세

예 15 Request 메시지의 ‘Change data subscriptions’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1</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RemoteData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ChangeSubscription>
<subscriptionID>1</subscriptionID>
<dataRequest>BottomDetection</dataRequest>
</ChangeSubscription>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ChangeSubscriptionResponse 파라미터는
출력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예 16 Response 메시지의 ‘Change data subscriptions’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1</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ChangeSubscriptionResponse>
</ChangeSusbcription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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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중단
데이터 구독을 중단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시
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Unsubscribe>로 설정합니다. 다음 파라
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subscriptionID

해제할 구독 ID

예 17 Request 메시지의 ‘Cancel data subscriptions’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1</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RemoteDataServer</targetComponent>
<method>
<Unsubscribe>
<subscriptionID>1</subscriptionID>
</Unsubscribe>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UnsubscribeResponse 는 출력 파라미터
가 없습니다.

예 18 Response 메시지의 ‘Cancel data subscriptions’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1</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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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8 Response 메시지의 ‘Cancel data subscriptions’ MsgResponse 필드 ( 연속)
<UnsubscribeResponse>
</Unsubscribe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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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관리 요청
작동 파라미터를 정의하거나 불러오려면 Request 메시지를 ME70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각 메시지의 MsgRequest 필드는 관련된 작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파라미터 값 가져오기
b 파라미터 값 설정
c
파라미터 정보(속성) 가져오기
d 파라미터 알림 구독
e
파라미터 알림 구독 해제
항목
• 파라미터 알림 처리 424 페이지
• 파라미터 가져오기 430 페이지
• 파라미터 설정 431 페이지
• 파라미터 정보 가져오기 433 페이지
• 파라미터 구독 시작 434 페이지
• 파라미터 구독 중단 436 페이지
• Error codes 437 페이지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 “C++” 샘플 코드 466 페이지

파라미터 알림 처리
데이터가 동적 2진수 구조로 축약된 별도의 UDP 연결을 통해 ME70에서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으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 알림을 효과
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알림에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모든 알림이 ME70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 순서로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다음 메시지들은 파라미터 구
독 관리의 일부입니다.
• Value and attribute update
• Server alive
• Request re-transmit
기본 작동 원리는, 파라미터 값/속성 변경이 있을 때는 ME70이 값 및 속성 업데이
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파라미터 값 또는 속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에는 AliveReportDef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자신이
메시지를 분실했다는 것을 탐지하면 요청 재전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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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데이터 구독 메시지의 시작 구조 425 페이지
• 값 및 속성 업데이트 메시지 425 페이지
• 파라미터 업데이트 레코드 427 페이지
• 속성 업데이트 레코드 428 페이지
• 서버 활성화 메시지 429 페이지
• 요청 재전송 메시지 429 페이지
데이터 구독 메시지의 시작 구조

파라미터 구독 관리에 적용되는 모든 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ParamMsgHdrDef 구
조로 시작됩니다.
typedef struct
{
unsigned short usCurrentMsg;
unsigned short usTotalMsg;
long lSeqNo;
long lMsgID;
} ParamMsgHdrDef;

여기에서,
• usCurrentMsg 는 현재 UDP 패키지의 번호입니다.
• usTotalMsg 는 UDP 패키지의 전체 수입니다.
• lSeqNo 는 각 UDP 패키지마다 증분되는 'Value and attribute update' 번호입니
다. 'Server alive' 메시지에서 이것은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시퀀스를
뜻합니다. 'Request retransmit' 메시지에서 이것은 재전송되어야 하는 UDP
패키지를 뜻합니다.
• lMsgID 는 현재 메시지의 ID입니다.
다음 값들이 정의됩니다.
– const long lPM_SERVER_ALIVE = 3;
– const long lPM_REQUEST_RETRANSMIT = 4;
– const long lPM_VALUE_ATTRIBUTE_UPDATE = 6;
데이터 양이 UDP 메시지 1개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데이터가 여러 UDP 메시지
로 분할됩니다. TotalMsg 필드에는 현재 데이터의 UDP 메시지 수가 입력됩니다.
1보다 큰 수가 있으면 이 필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urrentMsg 필드에는 현
재 UDP 패키지 수 / 전체 패키지 수가 입력됩니다.
실제 파라미터 알림 데이터는 아래 설명과 같이 정돈됩니다.
값 및 속성 업데이트 메시지

알림 메시지의 내용은 매우 동적입니다. 각 메시지에는 최종 알림 메시지 이후 변
경된 파라미터 값/속성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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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시지는 ParamMsgHdrDef 로 시작해서 ParametersRecDef 또는 AttributesRecDef
로 계속됩니다. 메시지는 실제로 이 구조들이 몇 개 삽입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알림들이 ME70에서 생성된 순서를 보존할 필요
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내용의 개요가 제공됩니다.
VALUE_ATTRIBUTE_UPDA TE message
Message
Header

Parameters
Record 1

Attributes
Record 1

Parameters
Record n

Attributes
Record n

ParamMsgHdrDef
Current
message

Total
messages

Sequence
number

Message
ID

ParametersRecDef
Record
header

Parameter
count

Parameter
1

AttributesRecDef
Parameter
2

Parameter
n

Record
header

Attribute
count

Attribute
1

ParamDef
Cookie

Time
stamp

Value

Value
data (byte array)

Attribute
n

AttribDef
Unused

Cookie

Name

ValueDef
Value
Length

Attribute
2

Attribute
length

Attribute
data (byte array)

StrDef
String
Length

String
data (char array)

RecHdrDef
Record
ID

Record
Length
(CD016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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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수준에서는 메시지에 2개의 레코드 중 하나(파라미터 또는 속성 변경)가
포함되어 있고, 각 레코드에는 레코드 헤더가 있습니다.
typedef struct
{
unsigned short
unsigned short
} RecHdrDef;

usRecID;
usRecLen;

여기에서,
• usRecID 는 현재 레코드의 ID입니다.
다음 값들이 정의됩니다.
– const unsigned short RID_VALUE_UPDATE = 11;
– const unsigned short RID_ATTRIBUTE_UPDATE = 12;
– const unsigned short RID_END = 0xdead;
• usRecLen 은 (헤더를 포함한) 현재 레코드의 길이(바이트)입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레코드

다음 구조들은 파라미터 값 업데이트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typedef struct
{
RecHdrDef hdr;
long lParamCount;
ParamDef aParams[1];
} ParametersRecDef;

여기에서,
• RecHdrDef 는 현재 구조의 ID입니다(hdr.usRecID = 11).
• lParamCount 는 현재 구조에 포함된 파라미터 업데이트의 수입니다.
• aParams[1] 은 더미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이 필드의 크기는 메시지에 포함된 파
라미터 알림의 수와 각 파라미터 알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typedef struct
{
long lCookie;
DWORDLONG dwlTimeStamp;
ValueDef sValue;
long unused;
} ParamDef;

여기에서,
• lCookie 는 현재 파라미터의 ID입니다(Start 파라미터 알림에서 반환되는 값).
• dwlTimeStamp 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시각입니다.
• sValue 는 실제 파라미터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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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
long lValueLen;
BYTE aValue[1];
} ValueDef;

여기에서,
• lValueLen 은 아래의 파라미터 데이터 바이트의 크기입니다.
• aValue[1] 는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을 보유한 바이트 어레이입니다. 클라이
언트는 파라미터의 크기에 대한 하드 코딩 지식에 의해 또는 서버에 파라미
터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파라미터의 실제 데이터 유형에 대해 이 바이트 어
레이를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속성 업데이트 레코드

다음 레코드는 파라미터 속성 업데이트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
됩니다.
typedef struct
{
RecHdrDef hdr;
long
lAttribCount;
AttribDef aAttribs[1];
} AttributesRecDef;

여기에서,
• RecHdrDef 는 현재 구조의 ID입니다(hdr.usRecID = 12).
• lAttribCount 는 현재 구조에 포함된 속성 업데이트의 수입니다.
• aAttribs[1] 는 더미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이 필드의 크기는 메시지에 포함된 속
성 업데이트의 수와 각 속성 업데이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typedef struct
{
long
lCookie;
STRDef sAttributeName;
long
lAttributeLen;
BYTE
aAttribute[1];
} AttribDef;

여기에서,
• lCookie 는 현재 파라미터의 ID입니다(Start 파라미터 알림에서 반환되는 값).
• sAttributeName 은 현재 속성의 이름입니다.
• lAttributeLen 은 아래의 속성 데이터 바이트 어레이의 크기입니다.
• aValue[1] 는 업데이트된 속성 값을 보유한 바이트 어레이입니다. 클라이언트
는 속성의 크기에 대한 하드 코딩 지식에 의해 또는 서버에 파라미터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속성의 실제 데이터 유형에 대해 이 바이트 어레이를 일치시
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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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
long lStrLen;
char aStr[1];
} STRDef;

여기에서,
• lStrLen 은 아래와 같은 문자 어레이의 크기입니다.
• aStr[1] 은 실제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구조들의 내용은 수신된 바이트 어레이의 첫머리에서 시작함으로써, 그리고 모
든 데이터가 처리될 때까지 메시지를 통과해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항목들에 포
함된 크기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디코딩되어야 합니다.
구조 디코딩에 대한 C++ 예시 코드는 “C++” 샘플 코드 466 페이지 섹션을 참
고하십시오.
서버 활성화 메시지

이 메시지는 값 또는 속성 변경이 없을 때 ME70에서 주기적으로 전송됩니다. 이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분실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ypedef struct
{
ParamMsgHdrDef hdr;
} AliveMessageDef;

hdr 의 lMsgID 필드는 3이라는 값을 갖습니다(const long lPM_SERVER_ALIVE =
3). hdr 의 lSeqNo 필드에는 서버가 보낸 최종 업데이트 메시지의 시퀀스 번호가

입력됩니다. 그 시퀀스 번호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
버에 재전송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요청 재전송 메시지

이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분실한 것을 감지하면 보낼 수 있
습니다.
typedef struct
{
ParamMsgHdrDef
hdr;
} RequestRetransmitMessageDef;

hdr의 lSeqNo 필드는 재전송되어야 하는 메시지/UDP 패키지로 설정되
어야 합니다. hdr 의 lMsgID 필드는 4로 설정되어야 합니다(const long
lPM_REQUEST_RETRANSMIT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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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가져오기
파라미터를 가져오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GetParameter>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ParamName

현재 파라미터의 전체 이름

시간

값을 읽어야 하는 시간(일부 파라미터에서만 이용 가능) - 최종 값이
필요할 때는 0을 사용하십시오.

예 19 Request 메시지의 ‘Get parameter’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28</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Parameter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GetParameter>
<paramName>
RemoteCommandDispatcher/ClientTimeoutLimit
</paramName>
<time>0</time>
</GetParameter>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다음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값

현재 파라미터의 값

시간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시각

예 20 Response 메시지의 ‘Get parameter’ MsgResponse 필드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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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 Response 메시지의 ‘Get parameter’ MsgResponse 필드 ( 연속 )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28</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GetParameterResponse>
<paramValue>
<value>60</value>
<time>0</time>
<paramValue/>
<GetParameterResponse/>
</response>

파라미터 설정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SetParameter>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ParamName

현재 파라미터의 전체 이름

paramValue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새로운 값

paramType

paramValue 필드의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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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 Request 메시지의 ‘Set parameter’ MsgRequest 필드
핑 간격은 1000ms로 설정되어 있고 데이터 유형은 4바이트 정수인 VT_I4
입니다.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28</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Parameter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SetParameter>
<paramName>
AcousticDeviceSynchroniser/Interval
</paramName>
<paramValue>1000</paramValue>
<paramType>3</paramType>
</SetParameter>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출력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예 22 Response 메시지의 ‘Set parameter’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28</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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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정보 가져오기
파라미터 정보를 가져오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
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GetParamInfo>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
할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ParamName

현재 파라미터의 전체 이름

예 23 Request 메시지의 ‘Get parameter information’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28</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Parameter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GetParamInfo>
<paramName>
AcousticDeviceSynchroniser/Interval
</paramName>
</GetParamInfo>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출력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속성

파라미터의 속성

값

파라미터 값

TimeStamp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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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4 Response 메시지의 ‘Get parameter information’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28</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GetParamInfoResponse>
<paramInfo>
<attributes>
<AccessLevel dt="3">0</AccessLevel>
<Default dt="3">0</Default>
<Description dt="8">
Setting the ping interval in ms
</Description>
<Maximum dt="3">2147483647</Maximum>
<Minimum dt="3">-2147483648</Minimum>
<Name dt="8">Interval</Name>
<Status dt="3">0</Status>
<Type dt="3">3</Type>
</attributes>
<value dt="3">1000</value>
<timeStamp dt="8">0</timeStamp>
</paramInfo>
</GetParamInfoResponse>
</response>

파라미터 구독 시작
파라미터 알림을 시작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
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이 <request>는 1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알림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 다수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 <request>는 각 개별 파
라미터에 대해 반복되어야 합니다.
파라미터 구독 메시지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파라미터 알림 처

리 424 페이지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 파라미터 알림 처리 4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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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Subscribe>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ParamName

현재 파라미터의 전체 이름

requestedPort

알림 메시지를 수신해야 하는 LAN 포트

예 25 Request 메시지의 ‘Start parameter notification’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29</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Parameter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Subscribe>
<paramName>
AcousticDeviceSynchroniser/Interval
</paramName>
<requestedPort>32145</requestedPort>
</Subscribe>
</method>
</request>

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출력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쿠키

현재 파라미터 구독의 ID. 이것은 2진수 알림 메시지를 디코딩할 때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26 Response 메시지의 ‘Start parameter notification’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29</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SubscribeResponse>
<cookie>10001</cookie>
</Subscribe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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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구독 중단
파라미터 알림을 중단하려면, Request 메시지에서 MsgRequest 필드를 사용하십
시오. ME70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sgResponse 필드를 사용해 Response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이 <request>는 1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알림을 중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수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알림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request>
가 각 개별 파라미터에 대해 반복되어야 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Request’ 메시지 414 페이지
• ‘MsgRequest’ 필드 415 페이지
• 데이터 구독 ‘Response’ 메시지 415 페이지
• ‘MsgResponse’ 필드 416 페이지
에 보 내 는 “Request’ 메 시 지
클 라 이 언 트 프 로 그 램 이 ME70에

<request> 메시지에서 <method> 영역은 <CloseSubscription>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 사용할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ParamName

현재 파라미터의 전체 이름

쿠키

현재 파라미터 구독의 ID

예 27 Request 메시지의 ‘Start parameter notification’ MsgRequest 필드
<request>
<clientInfo>
<cid>1</cid>
<rid>29</rid>
</clientInfo>
<type>invokeMethod</type>
<targetComponent>
ParameterServer
</targetComponent>
<method>
<CloseSubscription>
<paramName>
AcousticDeviceSynchroniser/Interval
</paramName>
<cookie>10001</cookie>
</CloseSubscription>
</method>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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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sponse’ 메 시 지
ME70의

ME70은 Response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출력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예 28 Response 메시지의 ‘Start parameter notification’ MsgResponse 필드
<response>
<clientInfo>
<cid dt="3">1</cid>
<rid dt="3">29</rid>
</clientInfo>
<fault>
<detail>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message dt="8"></message>
</detail>
</fault>
</response>

Error codes
ME70이 보내는 Response 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은 필드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response>
<clientInfo>
<cid dt="3">clientid</cid>
<rid dt="3">requestid</rid>
</clientInfo>
<fault>
<detail>
<message dt=8></message>
<errorcode dt="3">0</errorcode>
<errorcode1 dt="3">0</errorcode1>
</detail>
</fault>
<yyResponse>
<zz dt="3"></zz>
</yyResponse>
</response>

error code 1 은 보강된 결과 코드입니다. 코드는 다음 값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오류 코드는 작업이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값

Error code

0

PSR_OK

-1

PSR_UNSPECIFIED_ERROR

-2

PSR_INVALID_ARGUMENT_ERROR

-3

PSR_EXCEPTION_ERROR

-4

PSR_ACCESS_DENIED_ERROR

-5

PSR_PARAMETER_NOT_FOUND_ERROR

-6

PSR_PARAMETER_ATTRIBUTE_NOT_FOUND_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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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Error code

-7

PSR_PARAMETER_PROVIDER_NOT_FOUND_ERROR

-8

PSR_VALUE_DATA_TYPE_MISMATCH_ERROR

-9

PSR_VALUE_OUT_OF_RANGE_ERROR

-10

PSR_ARRAY_INDEX_OUT_OF_RANGE_ERROR

-11

PSR_COMMUNICATION_ERROR

1

PSR_PASSED_LAST_ELEMENT

2

PSR_OPERATION_FORWARDED_TO_REMOTE

3

PSR_HANDLED_BY_OVERRIDE

ME70 연결 해제
연결을 끊으려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ME70으로 DisconnectRequestDef 메시
지를 보내야 합니다.
DisconnectRequestDef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ConnectRequest
{
char Header[4];
// "DIS\0"
char ClientInfo[1024];
// Example: "Name:Simrad;Passwor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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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유형
이 섹션에서는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
이터 구독 유형에 대해 기술합니다.
항목
• 데이터 구독에 정보 439 페이지
• ' 샘플 데이터 ' 구독 440 페이지
• ' 타겟 강도 탐지 ' 구독 441 페이지
• ' 해저면 탐지 ' 구독 442 페이지
• ' 통합 ' 구독 442 페이지
• ' 에코그램 ' 구독 443 페이지
관련 항목
• 수치 형식 정의 465 페이지

데이터 구독에 정보
모든 데이터 구독 요청은 ME70 구성 요소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데이터 요청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 구조가 각 핑마다 구독자에
게 고유하게 생성됩니다. 모든 구독은 구독 데이터가 요청되는 주파수 채널에
대한 ChannelID 가 필요합니다. 콤마로 구분된, 사용 가능한 ChannelID 목록은
ParameterServer 구성 요소를 사용해 파라미터인 TransceiverMgr 채널을 가져옴으
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은 항상 64비트 정수 시간 값으로 시작하며,
16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100나노초의 간격 수로 나타냅니다.
구독 입력 문자열에서 파라미터가 생략되면 기본값으로 대치됩니다.
구독 디코딩은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외부 기기에서 출력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현재 구조 길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
공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배열에 포함된 요소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 26 텔레그램 / 구독 교차 참조
EK500 텔 레 그 램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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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저면 탐지

Q

에코그램

W

샘플 데이터(전력)

B

샘플 데이터(각도)

V

샘플 데이터(음속)

E

타겟 강도 탐지

P

샘플 데이터(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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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 구독
구독 형식 문자열: SampleData.
입력
파라미터

범위

기본값

단위

SampleDataType

(Power, Angle, Sv, Sp, Ss, TVG20,
TVG40, PowerAngle)

전원

없음

범위

(0,20000)

100

m

RangeStart

(0,20000)

0

m

Power, Angle, Sv, Sp, Ss, TVG20, TVG40 출 력
struct StructSampleData
{
DWORDLONG dlTime;
short
nSampleDataElement[30000];
};

PowerAngle 출 력
struct StructSamplePowerAngle
{
DWORDLONG dlTime;
int
nPowerValues;
int
nAngleValues;
short
nSampleDataElement[60000];
};

예 29 SampleData 구독 문자열 작성
SampleData,
ChannelID=<ChannelID>,
SampleDataType=Power,
Range=100,
Rangestar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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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강도 탐지' 구독
구독 형식 문자열: TSDetection.
입력
파라미터

범위

기본값

단위

LayerType

(Surface, Bottom, Pelagic)

해수면

없음

범위

(0,20000)

10000

m

RangeStart

(0,20000)

0

m

MinTSValue

(-120,50)

-50

dB

MinEchoLength

(0,20)

0.8

없음

MaxEchoLength

(0,20)

1.8

없음

MaxGainCompensation

(0,12)

6.0

dB

MaxPhaseDeviation

(0,100)

8.0

도

MinSpacing

(0,20)

1.0

없음

출력
struct StructEchoTrace
{
double Depth;
double TSComp;
double TSUncomp;
double AlongshipAngle;
double AthwartshipAngle;
double sa;
};
struct StructTSData
{
DWORDLONG dlTime;
WORD NoOfEchoTraces;
StructEchoTrace EchoTraceElement[100];
};

예 30 TS Detection 구독 문자열 작성
TSDetection,
ChannelID=<ChannelID>,
LayerType=Surface,
Range=200,
RangeStart=3,
MinTSValue=-55,
MinEcholength=0.7,
MaxEcholength=2.0,
MaxGainCompensation=6.0,
MaxPhasedeviation=7.0,
MinSpacing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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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탐지' 구독
구독 형식 문자열: BottomDetection.
입력
파라미터

범위

기본값

단위

UpperDetectorLimit

(0,20000)

0

m

LowerDetectorLimit

(0,20000)

1000

m

BottomBackstep

(-200,100)

-50

dB

출력
struct StructBottomDepth
{
DWORDLONG
dlTime;
double
dBottomDepth;
double
dReflectivity;
};

예 31 Bottom Detection 구독 문자열 작성
BottomDetection,
ChannelID=<ChannelID>,
UpperDetectorLimit=3.0,
LowerDetectorLimit=500.0,
BottomBackstep=-60.0

'통합' 구독
구독 형식 문자열: Integration.
입력
파라미터

범위

기본값

단위

LayerType

(Surface, Bottom, Pelagic)

해수면

없음

IntegrationState

(Start,Stop)

시작

없음

업데이트

(UpdatePing, UpdateAccumulate)

핑 업데이
트

없음

범위

(0,20000)

100

m

RangeStart

(0,20000)

10

m

Margin(마진)

(0,200)

1

m

SvThreshold

(-200,100)

-100

dB

출력
struct StructIntegrationData
{
DWORDLONG dlTime;
double
dSa;
double
Di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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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2 Integration 구독 문자열 작성
Integration,
ChannelID=<ChannelID>,
State=Start,
Update=UpdatePing,
Layertype=Surface,
Range=100,
Rangestart=10,
Margin=0.5,
SvThreshold=-100.0

'에코그램' 구독
구독 형식 문자열: Echogram.
입력
파라미터

범위

기본값

단위

PixelCount

(0,10000)

500

없음

범위

(0,20000)

100

m

RangeStart

(0,20000)

0

m

TVGType

(Pr, Sv, Sp, TS, SpAndTS)

Sv

없음

EchogramType

(Surface, Bottom,Trawl)

해수면

없음

CompressionType

(Mean,Peak)

Mean

없음

ExpansionType

(Interpolation, Copy)

내삽

없음

EchogramHeave

(0,1)

1

없음

EchogramTransducerDepth

(0,1)

1

없음

출력
struct StructEchogram
{
DWORDLONG dlTime;
short
nEchogramElement[30000];
};

예 33 TS Detection 구독 문자열 작성
Echogram,
ChannelID=<ChannelID>,
PixelCount=500,
Range=100,
RangeStart=0,
TVGType=TS,
EchogramType=Surface,
CompressionType=Mean,
ExpansionType=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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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독 파라미터
이 섹션에서는 Simrad ME70 과학 멀티 빔 음향 측심기에서 가져오거나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 기술합니다.
항목
• 파라미터 설명 개요 444 페이지
• 시스템 구성 445 페이지
• 빔 구성 447 페이지
• 런타임 파라미터 462 페이지

파라미터 설명 개요
ParameterServer 구성 요소는 비동기식 파라미터와 핑 기반 파라미터 둘 다를
Get(가져오기), Set(설정), Subscribe(구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일부 파라미터들은 Set(설정) 메소드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를 Set(설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적절한 AccessLevel(액
세스 레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레벨은 파라미터마다 다릅니다.
파라미터에는 ME70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은 파라미터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값, 수치에 대한 범
위,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선택 목록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표는 파라미터 유형을 코드 및 설명과 함께 나열합니다.
파라미터 유
형

코드

값 표현

VT_I2

2

2바이트 부호 붙임 정수 값(short)

VT_I4

3

4바이트 부호 붙임 정수 값

VT_I8

20

8바이트 부호 붙임 정수

VT_R4

4

32비트 IEEE 부동 소수점 값(DWORDLONG에도 사용됨)

VT_R8

5

64비트 IEEE 부동 소수점 값

VT_CY

6

8바이트 정수

VT_BOOL

11

불 값, 0(FALSE) 또는 -1(TRUE)를 포함하는 하나의 WORD

VT_BSTR

8

널 값으로 종료하는 유니코드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 이 문자열은 바이
트 카운트를 표현하는 DWORD에 의해 즉시 선행되지만, bstrVal은 이
DWORD를 지나서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킵니다. BSTR은 자동
화 SysAllocString 및 SysFreeString 호출을 사용해 할당되고 프리됩니다.

VT_ARRAY

0x2000 유형 지시자가 OR 조작자에 의해 VT_ARRAY와 결합된 경우에 그 값
은 SAFEARRAY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VT_ARRAY는 다음 데이터 유형으로 O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T_I1,
VT_UI1, VT_I2, VT_UI2, VT_I4, VT_UI4, VT_INT, VT_UINT, VT_R4,
VT_R8, VT_BOOL, VT_DECIMAL, VT_ERROR, VT_CY, VT_DATE,
VT_BSTR, VT_DISPATCH, VT_UNKNOWN, VT_VARIANT.
VT_ARRAY는 VT_VECTOR로 OR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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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데이터 구독 유형 439 페이지

시스템 구성
항목
• 트랜스듀서 특징 445 페이지
• 트랜스듀서 및 도구 설치 445 페이지
• 환경 데이터 447 페이지
• 자세 구성 447 페이지
트랜스듀서 특징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TransceiverMgr/SMSTransceiver/TransducerElementSpacingX
요소 간격 X

m

N/A

VT_R4

0.015

TransceiverMgr/SMSTransceiver/TransducerElementSpacingY
요소 간격 Y

m

N/A

VT_R4

0.0075

TransceiverMgr/SMSTransceiver/TransducerElementCountX
어레이 X 방향에 있는
요소들의 수

없음

20

VT_I4

20

TransceiverMgr/SMSTransceiver/TransducerElementCountY
어레이 Y 방향에 있는
요소들의 수

없음

40

VT_I4

40

VT_I4

75

BeamConfigurationMgr/SplitBeamPercentage
분할 빔 처리에 기여하
는 어레이의 백분율

%

0~100도

노트

다음 테이블의 파라미터들은 읽기 전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트랜스듀서 및 도구 설치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300~+300

VT_R8

122

-300~+300

VT_R8

0

OwnShip/TransducerOffsetX
트랜스듀서 종방향 거
리 오프셋

m

OwnShip/TransducerOffsetY
트랜스듀서 횡방향 거
리 오프셋

m

OwnShip/TransducerOffsetZ

410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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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트랜스듀서 수심

m

0~1000

VT_R8

8

-180~+180

VT_R8

0

-180~+180

VT_R8

0

deg.

-180~+180

VT_R8

0

m

-300~+300

VT_R8

12

m

-300~+300

VT_R8

0

m

0~+300

VT_R8

-10

m

-300~+300

VT_R8

12

m

-300~+300

VT_R8

0

m

-300~+300

VT_R8

0

도

-180~+180

VT_R8

0

도

-180~+180

VT_R8

0

도

-180~+180

VT_R8

0

m

-300~+300

VT_R8

12

m

-300~+300

VT_R8

0

OwnShip/TransducerAlphaX
트랜스듀서 롤 오프셋

도

OwnShip/TransducerAlphaY
트랜스듀서 피치 오프
셋

도

OwnShip/TransducerAlphaZ
트랜스듀서 요 오프셋
OwnShip/GPSOffsetX
GPS 종방향 거리 오프
셋
OwnShip/GPSOffsetY
GPS 횡방향 거리 오프
셋
OwnShip/GPSOffsetZ
GPS 안테나 수직 높이
오프셋
OwnShip/MRUOffsetX
MRU 종방향 거리 오
프셋
OwnShip/MRUOffsetY
MRU 횡방향 거리 오
프셋
OwnShip/MRUOffsetZ
MRU 수직 높이 오프
셋
OwnShip/MRUAlphaX
MRU 롤 오프셋
OwnShip/MRUAlphaY
MRU 피치 오프셋
OwnShip/MRUAlphaZ
MRU 요 오프셋
OwnShip/ShipOrigoX
선박 중앙으로부터 오
리고 종방향 오프셋
OwnShip/ShipOrigoY
선박 중앙으로부터 오
리고 횡방향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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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데이터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R8
VT_ARRAY

N/A

OwnShip/EnvironmentData/ SoundVelocityProfile
음속 프로파일, 수심/
속도

m
m/s

0~10000

노트

어레이에는 다양한 수의 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쌍은 수심 (m) 과 속도
(m/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 구성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TransceiverMgr/<TransceiverID>/ HeaveCompensation
상하동요 안정화

없음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VT_I4

N/A

TransceiverMgr/<TransceiverID>/ RollCompensation
롤 안정화

없음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VT_I4

N/A

TransceiverMgr/<TransceiverID>/ PitchCompensation
피치 안정화

없음

0 = 비활성화
1 = 활성화

VT_I4

N/A

유형

예

VT_BSTR

Configtest2

빔 구성
항목
• 구성 447 페이지
• 트랜시버 관리자 출력 450 페이지
• 에코 사운더 입력 파라미터 451 페이지
• 빔 구성 출력 453 페이지
• 빔 구성 XML 형식 456 페이지
구성

빔 구성 관리자
설명

단위

범위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NameSelected
활성화된 빔 구성의 이
름, 구성은 이름이 변
경될 때 변경됩니다.

없음

N/A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Name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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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아래의 2개 작업에 사
용될 이름 파라미터

없음

N/A

VT_BSTR

빔-구성-이름 중 어떤
이름

VT_I4

생성하려면 1로 설정합
니다.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VT_I4

생성하려면 1로 설정합
니다.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VT_BSTR

콤마로 구분된 이름
들. 예제: Configtest1,
Configtest2, Configtest3

VT_I4

생성하려면 1로 설정합
니다.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New
name=
없음
ConfigurationNameParameter
로 새 구성을 생성
합니다.

[0,1]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Delete
name=
없음
ConfigurationNameParameter
로 구성을 삭제합니다.

[0,1]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Names
정의된 구성들의 목록

없음

N/A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ReLoad
외부 편집기에서 XML
파일을 변경한 후에 구
성을 다시 로드합니다.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ConfigurationReLoadSelected
외부 편집기를 사용해
xml 파일을 변경한 후
에 현재 선택된 구성을
다시 로드합니다.

없음

[0,1]

VT_I4

생성하려면 1로 설정합
니다.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Beam Configuration Manager(빔 구성 관리자)는 이 표에 나열되지 않은 추가 파라미터들을 보

유합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내부용입니다.

빔 구성 : 일반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BeamConfigurationMgr/xxx/ConfigurationDescription
빔 구성을 설명하는 무
형식 텍스트입니다.

없음

N/A

VT_BSTR

어떤 텍스트도 무방합
니다.

BeamConfigurationMgr/xxx/ConfigurationRecalculate
현재 입력 파라미터로
빔 구성 출력을 다시
계산합니다.

없음

[0,1]

VT_I4

생성하려면 1로 설정합
니다.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노트

이 파라미터들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키
워드를 문서화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
주
1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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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구성 : 주파수 대역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R8

115000

VT_R8

75000

VT_BSTR

Optimized(최적)

VT_BSTR

V 형태

VT_R8

0.001728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Upper
상단 주파수

Hz

[70000,120000]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Lower
하단 주파수

Hz

[70000,120000]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BeamSpacing
주파수/빔 간격

없음

선형, 최적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SpaceShape
주파수/공간 형태

없음

V 형태, 뒤집힌 V

BeamConfigurationMgr/xxx/PulseDuration
펄스 길이

s

주1

BeamConfigurationMgr/xxx/RxBeamDecimationFactor
빔 샘플 데시메이션에
대한 요소

없음

[1,32]

VT_I4

16

VT_BSTR

CW

VT_I4

4

BeamConfigurationMgr/xxx/PulseForm
펄스 형태

없음

CW, FM

BeamConfigurationMgr/xxx/BeamTxGroupSize
각 전송 그룹 내 빔의
수. 빔의 수가 적을수
록 더 높은 소스 레벨
을 부여합니다.

없음

[1,4]

BeamConfigurationMgr/xxx/FourierCoefficientFactor
빔 포밍에 사용되는 푸
리에 계수의 수를 조정
하는 팩터.

없음

[0,5 to 2,0]

VT_R8

1,0

노트

이 파라미터들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키
워드를 문서화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
주
1

펄스 길이 범위는 팬 내 빔의 수와 분할 빔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3

'fc' 팩터를 제어하려면: 원하는 빔 구성에 대해 FourierCoefficientFactor [0.5,
2.0]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E70 조작자 스테이션에서 변경 사항
을 활성화하고 XML 파일로 저장하려면 파라미터를 ConfigurationRecalculate
= 1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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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시버 관리자 출력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N/A

VT_BSTR
VT_ARRAY

SMSTransceiver

N/A

VT_BSTR
VT_ARRAY

[0,4] 주 2

[0,4] 주 2

0

1000~1000000

VT_R8

95000

주3

VT_I4

1

VT_R8

3.2e-005

VT_R8

100.0

VT_R8

0.03

VT_R8

1500.0

VT_BSTR

SMS

VT_R8

-23.0

VT_R8

7.3

VT_R8

35.9

VT_R8

12.3

0~100

VT_R8

2.3

-30~+30

VT_R8

0.0

TransceiverMgr/Transceivers
TransceiverID 목록

없음

TransceiverMgr/Channels
ChannelID 목록

없음

TransceiverMgr/PingStatus
핑 상태

없음

TransceiverMgr/yyy/Frequency
채널 주파수

Hz

TransceiverMgr/yyy/BeamType
채널 빔 유형

없음

TransceiverMgr/yyy/SampleInterval
채널 샘플 간격

초

0.0~0.01

TransceiverMgr/yyy/TransmitPower
채널 송신 전력

W

0~1000.0

TransceiverMgr/yyy/AbsorptionCofficient
채널 흡수 계수

dB/m

0.0~0.3

TransceiverMgr/yyy/SoundVelocity
채널 음속

m/s

1400~1700

TransceiverMgr/yyy/TransducerName
트랜스듀서 이름

없음

TransceiverMgr/yyy/EquivalentBeamAngle
상응 빔 각도

dB

-100~0

TransceiverMgr/yyy/AngleSensitivityAlongship
종방향 각도 감도

주4

0~100

TransceiverMgr/yyy/AngleSensitivityAthwartship
횡방향 각도 감도

주4

0~100

TransceiverMgr/yyy/BeamWidthAlongship
종방향 빔 너비

도

0~100

TransceiverMgr/BeamWidthAthwartship
횡방향 빔 너비

도

TransceiverMgr/yyy/DirectionX
X 방향

도

TransceiverMgr/yyy/Directi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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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Y 방향

도

-75~+75

VT_R8

-12.0

1~100

VT_R8

27.7

VT_R8

0.001024

TransceiverMgr/yyy/Gain
게인

dB

TransceiverMgr/yyy/PulseLength
펄스 길이

초

노트

이 파라미터들은 읽기 전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주
1
2
3
4
5

SMS-1 112 kHz x=0 y=-5,SMS-2 78 kHz x=0 y=0,SMS-3 95 kHz x=0 y=5
핑 상태 범위: 0 = 유휴 상태, 1 = 준비 중, 2 = 전송 중, 3 = 수신 중, 4 = 처리 중.
빔 유형 범위: 비트 0: 0 = 단일 빔, 1 = 분할 빔 비트 1: 0 = 정상 빔, 1 = 기준 빔.
전기각에서 기계각으로 전환 팩터 단위 없음.
Name에서 “yyy“는 현재 선택된 채널입니다.

에코 사운더 입력 파라미터
노트

이 파라미터들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키
워드를 문서화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
빔의 팬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I4

1

VT_I4

29

VT_I4

15

VT_R8

3

VT_R8

0

VT_R8

0

BeamConfigurationMgr/xxx/NoOfFans
팬의 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NoOfBeamsInFan
팬 내 빔의 수

없음

[3, 45] (주 1)

BeamConfigurationMgr/xxx/NoOfSplitBeamsInFan
팬 내 분할 빔의 수

없음

[3, 15] (주 1)

BeamConfigurationMgr/xxx/OpeningFanCbX
팬의 종방향 빔 너비
(단일 방향) 중앙 빔

도

[3, 10]

BeamConfigurationMgr/xxx/OpeningFanCbY
팬의 횡방향 빔 너비
(단일 방향) 중앙 빔

도

[3, 10]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FanX
팬 중앙 종방향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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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R8

14

VT_I4

Optimized(최적)

VT_BSTR

4(최적에는 해당되지
않음)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FanY
팬 중앙 횡방향 각도

도

[-75, +75]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SbFanY
분할 빔 팬 중앙 횡방
향

없음

(주 2)

BeamConfigurationMgr/xxx/BeamSpacingMode
팬 내 빔들의 간격

없음

선형
최적

BeamConfigurationMgr/xxx/BeamSpacingLin
빔들의 선형 간격

도

[0, 10]

VT_R8

BeamConfigurationMgr/xxx/BeamSpacingOpt
최적화된 빔 간격

dB

[-4, –1

VT_R8

-3.0

주
1 홀수만 가능합니다.
2 범위, 분할 빔 팬 중앙 횡방향: 팬 내 빔의 수와 분할 빔의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3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송신 패턴 제어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I4

Decreasing Steering(조향
내림순)

BeamConfigurationMgr/xxx/BeamTxOrder
빔 전송 순서

없음

(주 1)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sInSeparateTxGroups
별도의 전송 그룹으로
전송되는 기준 빔들

없음

[0,1] (주 2)

VT_I4

0

주
1 범위, 빔 전송 순서: 빔 번호, 증가하는 조향 또는 감소하는 조향
2 범위, 기준 빔: 0 = 팬과 같은 그룹, 1 = 별도의 그룹
3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기준 빔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I4

1

VT_R8

81000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Active
기준 활성화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Frequency
기준 빔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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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R8

7

VT_R8

7

VT_R8

0

VT_R8

0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OpeningX
기준 빔 종방향 빔 너
비(단일 방향)

도

[2, 7]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OpeningY
기준 빔 횡방향 빔 너
비(단일 방향)

도

[2, 7]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SteeringX
기준 빔 종방향 조향
각도

도

[-5,5]

BeamConfigurationMgr/xxx/RefBeamX/SteeringY
기준 빔 횡방향 조향
각도

도

[-75,75]

주
1

RefBeamX 는 <RefBeamA> 또는 <RefBeamB>입니다.

2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빔 구성 출력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I4

30

VT_I4

30

VT_I4

16

VT_I4

2

BeamConfigurationMgr/xxx/NoOfBeamsTx
전체 빔의 수(팬 내 빔
및 기준 빔의 합계)

없음

[0,47]

BeamConfigurationMgr/xxx/NoOfBeamsRx
전체 빔의 수(팬 내 빔
및 기준 빔의 합계)

없음

[0,47]

BeamConfigurationMgr/xxx/NoOfSplitBeams
전체 분할 빔의 수(팬
내 분할 빔 및 기준 빔
의 합계)

없음

[0,17]

BeamConfigurationMgr/xxx/NoOfBeamWeightSets
TX 빔포밍에 대한 전
체 가중치 집합의 수
(팬 내 분할 빔인 경우
1, 각 기준 빔마다 1)

없음

[0,3]

BeamConfigurationMgr/xxx/NoOfSplitBeamWeightSets
RX 처리에 대한 전체
분할 빔 가중치 집합의
수(팬 내 분할 빔인 경
우 1, 각 기준 빔마다 1)

없음

[0,3]

VT_I4

2

BeamConfigurationMgr/xxx/SplitBea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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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분할 빔 처리를 위한
빔 수를 나타내는 어레
이[NoOfSplitBeams]

없음

없음

VT_I4
VT_ARRAY

7,8.9,10,11, 12,13,14,15,
16,17,18,19, 20,21,29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MappingSplitBeam
RX 분할 빔들에 대해
사용될 가중치에 대한
교차 참조

없음

없음

VT_I4
VT_ARRAY

1,1,1,1,1,1,1,1,1,1,1,1,1,
1,1,2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MappingBeamTx
TX 빔들에 대해 사용
될 가중치에 대한 교차
참조

없음

없음

VT_I4
VT_ARRAY

1,1,1,1,1,1,1,1,1,1,1,1,1,1,
1,1,1,1,1,1,1,1,1,1,1,1,1,1,
1,2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MappingBeamRx
RX 주 빔들에 대해 사
용될 가중치에 대한 교
차 참조

없음

없음

VT_I4
VT_ARRAY

1,1,1,1,1,1,1,1,1,1,1,1,1,1,
1,1,1,1,1,1,1,1,1,1,1,1,1,1,
1,2

VT_R4
VT_ARRAY

2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2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15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3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2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BeamTxX
팬 내 TX 빔에 사용될
가중치, X 방향(종방
향)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BeamRxX
팬 내 RX 주 빔에 사용
될 가중치, X 방향(종
방향)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BeamTxY
팬 내 TX 빔에 사용될
가중치, Y 방향(횡방
향)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BeamRxY
팬 내 RX 주 빔에 사용
될 가중치, Y 방향(횡
방향)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SplitBeamX
팬 내 RX 분할 빔 처리
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FanSplitBeamY
팬 내 RX 분할 빔 처리
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ABeamX
TX 빔과 RX ref.A 주
빔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ABeamY
TX 빔과 RX ref.A 주
빔에 사용될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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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ASplitBeamX
ref.A 빔을 위한 RX 분
할 빔 처리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VT_R4
VT_ARRAY

15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ASplitBeamY
ref.A 빔을 위한 RX 분
할 빔 처리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VT_R4
VT_ARRAY

3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2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BBeamX
TX 빔과 RX ref.B 주
빔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BBeamY
TX 빔과 RX ref.B 주
빔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BSplitBeamX
ref.B 빔을 위한 RX 분
할 빔 처리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VT_R4
VT_ARRAY

15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BeamConfigurationMgr/xxx/WeightRefBSplitBeamY
ref.B 빔을 위한 RX 분
할 빔 처리에 사용될
가중치

없음

[0,1]

VT_R4
VT_ARRAY

3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노트

읽기 전용 파라미터입니다 .
이 파라미터들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키
워드를 문서화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
주
1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가중치 어레이, 주파수 어레이, 빔 방향 어레이에 기반을 둔 다음 빔 개방 어레이
들은 각 빔에 대해 실제 개방 각도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0000, 120000]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0000, 120000]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Tx
각 Tx 빔에 대해 할당
된 주파수를 부여하는
어레이

Hz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FrequencyRx
각 Rx 빔에 대해 할당
된 주파수를 부여하는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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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BeamConfigurationMgr/xxx/RxBeamDecimationFactor
빔 샘플 데시메이션에
대한 요소

없음

1~32

VT_I4

16

BeamConfigurationMgr/xxx/MaxBeamBandWidthRx
구성 내 모든 빔에 대
한 최대 대역폭(Bfc)

Hz

없음

VT_R8

2113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5,5]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5,5]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5,75]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5,75]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2,7]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2,7]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TxX
각 Tx 빔의 x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도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RxX
각 Rx 빔의 x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도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TxY
각 Tx 빔의 y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도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SteeringRxY
각 Rx 빔의 y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도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OpeningRxX
각 Rx 빔의 x 방향 개
방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3dB 단방향)

도

없음

BeamConfigurationMgr/xxx/OpeningRxY
각 Rx 빔의 y 방향 개
방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3dB 단방향)

도

없음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 더 많은 읽기 전용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 BeamPattern: 구성에 빔 패턴을 제공합니다.
• MSR: 구성에 최대 사이드로브 비율(Maximum Side-lobe Ratio)을 제공합니다.
주
1

Name에서 “xxx“는 현재 선택된 빔 구성입니다.

빔 구 성 XML 형 식

빔 구성은 XML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들은 구성의 저장 및 교환에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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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동 시작 시 구성 파일이 로드될 때, 파일 내용의 일관성이 검증 및 점검
됩니다. 파일의 특정 값들은 구성이 생성되거나 다시 계산되었을 때만 산출됩니
다. 이 값들의 예로 가중치 어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없음

[0,1]

VT_R4
VT_ARRAY

값이 [0,1]인 20개 가중
치의 어레이

없음

[0,1]

VT_R4
VT_ARRAY

값이 [0,1]인 20개 가중치
의 어레이

없음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없음

[0,1]

VT_R4
VT_ARRAY

40개 가중치의 어레이
[0,1]

Hz

-

VT_R8

2113

WeightFanBeamTxX
팬 내 TX 빔에 사용될
가중치, X 방향(종방
향)
WeightFanBeamRxX
팬 내 RX 주 빔에 사용
될 가중치, X 방향(종
방향)
WeightFanBeamTxY
팬 내 TX 빔에 사용될
가중치, Y 방향(횡방
향)
WeightFanBeamRxY
팬 내 RX 빔에 사용될
가중치, Y 방향(횡방
향)
MaxBeamBandWidthRx
구성 내 모든 빔에 대
한 최대 대역폭(Bfc)

FrequencyBeamSpacing 파라미터를 Manual(수동)로 설정할 때 주파수 어레이를

XML 파일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Hz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0000, 120000]

Hz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0000, 120000]

Hz

-

VT_R8

2113

FrequencyTx
각 Tx 빔에 대해 할당
된 주파수를 부여하는
어레이
FrequencyRx
각 Rx 빔에 대해 할당
된 주파수를 부여하는
어레이
MaxBeamBandWidthRx
구성 내 모든 빔에 대
한 최대 대역폭(Bfc)

FrequencyBeamSpacing 파라미터를 Manual(수동)로 설정할 때 빔 조향 어레이를

XML 파일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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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도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5,5]

도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5,5]

도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5,75]

도

없음

VT_R4
VT_ARRAY

NoOfBeams 요소들의
어레이[-75,75]

SteeringTxX
각 Tx 빔의 X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SteeringRxX
각 Rx 빔의 X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SteeringTxY
각 Tx 빔의 Y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SteeringRxY
각 Rx 빔의 Y 방향 조
향 각도를 부여하는 어
레이

이를 통해 이들 값에 대한 외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구성 파일이 로드되면, 빔 너비(OpeningRxX / OpeningRxY), 빔 패턴, MSR 값들
은 FrequencyRx 어레이, 가중치… 어레이, 현재 음속, 트랜스듀서 요소 간격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파수 및 빔 분배 알고리즘이 무시되고, 내장된 균등 가중치
가 아닌 빔 가중치법이 사용됩니다.
XML 파일의 주된 형식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xml version="1.0"?>
<Root
Copyright="Copyright (c)
Simrad Horten AS, Norway 2003"
SoftwareVersion="1.0"
FileFormatVersion="1.0">
<ManualFreq>
<Configuration>
<General>
<parameter name="ConfigurationDescription"
value="Man.Freq." dt="8"/>
<parameter name="TransducerElementCountX"
value="20" dt="3"/>
<parameter name="TransducerElementCountY"
value="40" dt="3"/>
<parameter name="SplitBeamPercentage"
value="75" dt="3"/>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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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parameter name="FrequencyUpper"
value="111000" dt="5"/>
<parameter name="FrequencyLower"
value="110000" dt="5"/>
<parameter name="PulseDuration"
value="0.001824" dt="5"/>
<parameter name="MaxBeamBandWidthRx"
value="2000" dt="5"/>
<parameter name="FrequencySpaceShape"
value="V Shape" dt="8"/>
<parameter name="PulseForm"
value="CW" dt="8"/>
<parameter name="FrequencyBeamSpacing"
value="Manual" dt="8"/>
</Frequency>
<Fan>
<parameter name="BeamType"
value="2" dt="3"/>
<parameter name="NoOfBeamsInFan"
value="7" dt="3"/>
<parameter name="NoOfFans"
value="1" dt="3"/>
<parameter name="NoOfSplitBeamsInFan"
value="5" dt="3"/>
<parameter name="SteeringFanX"
value="5" dt="5"/>
<parameter name="SteeringFanY"
value="0" dt="5"/>
<parameter name="SteeringSbFanY"
value="3" dt="3"/>
<parameter name="BeamSpacingLin"
value="4" dt="5"/>
<parameter name="BeamSpacingOpt"
value="3" dt="5"/>
<parameter name="OpeningFanCbX"
value="3.62" dt="5"/>
<parameter name="OpeningFanCbY"
value="3.62" dt="5"/>
<parameter name="BeamSpacingMode"
value="Manual" dt="8"/>
</Fan>
<RefBe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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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name="BeamType"
value="1" dt="3"/>
<parameter name="Active"
value="0" dt="3"/>
<parameter name="Frequency"
value="70000" dt="5"/>
<parameter name="OpeningX"
value="9.79" dt="5"/>
<parameter name="OpeningY"
value="4.96" dt="5"/>
<parameter name="SteeringX"
value="0" dt="5"/>
<parameter name="SteeringY"
value="0" dt="5"/>
</RefBeamA>
<RefBeamB>
<parameter name="BeamType"
value="1" dt="3"/>
<parameter name="Active"
value="0" dt="3"/>
<parameter name="Frequency"
value="120000" dt="5"/>
<parameter name="OpeningX"
value="5.7" dt="5"/>
<parameter name="OpeningY"
value="4.97" dt="5"/>
<parameter name="SteeringX"
value="0" dt="5"/>
<parameter name="SteeringY"
value="0" dt="5"/>
</RefBeamB>
</Configuration>
<BeamWeights>
<parameter name="WeightFanBeamTxX"
value="0.775142; ... 0.775142" dt="8"/>
<parameter name="WeightFanBeamTxY"
value="0.7776511; ... 0.7776511" dt="8"/>
<parameter name="WeightFanSplitBeamX"
value="0.771369; ... 0.771369" dt="8"/>
<parameter name="WeightFanSplitBeamY"
value="0.7770466; ... 0.7770466" dt="8"/>
<parameter name="WeightRefABeamX"
value="1.082509E-05; ... 1.082509E-05" d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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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name="WeightRefABeamY"
value="0.1597518; ... 0.1597518" dt="8"/>
<parameter name="WeightRefASplitBeamX"
value="0.0002913; ... 0.0002913" dt="8"/>
<parameter name="WeightRefASplitBeamY"
value="0.7770466; ... 0.7770466" dt="8"/>
<parameter name="WeightRefBBeamX"
value="1.082509E-05; ... 1.082509E-05" dt="8"/>
<parameter name="WeightRefBBeamY"
value="3.282784E-05; ... 3.282784E-05" dt="8"/>
<parameter name="WeightRefBSplitBeamX"
value="0.0002913; ... 0.0002913" dt="8"/>
<parameter name="WeightRefBSplitBeamY"
value="0.007479696; ... 0.007479696" dt="8"/>
</BeamWeights>
<BeamArrays>
<parameter name="SteeringTxX"
value="5;5;5;5;5;5;5" dt="8"/>
<parameter name="SteeringTxY"
value="0;0;0;0;0;0;0" dt="8"/>
<parameter name="SteeringRxX"
value="5;5;5;5;5;5;5" dt="8"/>
<parameter name="SteeringRxY"
value="0;0;0;0;0;0;0" dt="8"/>
<parameter name="FrequencyTx"
value="91000;96000; ... ;90000" dt="8"/>
<parameter name="FrequencyRx"
value="91000;96000; ... ;90000" dt="8"/>
</BeamArrays>
<Calibration>
<Nominal name="Nominal Performance">
<parameter name="CalibrationDescription"
value="Nominal performance..." dt="8"/>
<parameter name="GainCorrection"
value="0;0;0;0;0;0;0" dt="8"/>
<parameter name="SaCorrection"
value="0;0;0;0;0;0;0" dt="8"/>
</Nominal>
<TestCalibration>
<parameter name="CalibrationDescription"
value="test calibration" dt="8"/>
<parameter name="GainCorrection"
value="1;2;3;4;5;6;7" d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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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name="SaCorrection"
value="1;2;3;4;5;6;7" dt="8"/>
</TestCalibration>
</Calibration>
</ManualFreq>
</Root>

런타임 파라미터
항목
• 동작 제어 462 페이지
• 환경 구성 463 페이지
• 핑 기반 파라미터 463 페이지
• 비동기식 파라미터 464 페이지
동작 제어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비활성화
정상
재생

VT_BSTR

정상

중단됨
실행 중

VT_BSTR

실행 중

VT_BSTR

간격

VT_I4

1000

VT_I4

0

VT_BSTR

최대

OperationControl/MainOperation
주 작동

없음

OperationControl/PlayState
시스템이 실행(핑) 중
인지 아니면 중단되었
는지 알려줍니다.

없음

AcousticDeviceSynchroniser/PingMode
핑 모드

없음

단일 스텝
간격
최대

AcousticDeviceSynchroniser/Interval
핑 간격

ms

> 10ms

TransceiverMgr/<TransceiverID>/ChannelMode
트랜시버 모드

없음

0 = 능동
1 = 수동

TransceiverMgr/<TransceiverID>/TransmitPower
송신 전력

없음

최대
–3dB
–6dB

OperationControl/OperationMode

462

410529/C

데이터 구독 및 원격 제어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총 작동 상태(주 1)

없음

최종 비트
0 = 중단
1 = 시작
0x10 = 정상
0x20 = 재생

VT_I4

0x0011

VT_I4

0

VT_I4

0

AcousticDeviceSynchronizer/SyncDelay
동기화 지연

ms

0~2000

AcousticDeviceSynchroniser/ SyncMode
트리거 모드(주 2)

N/A

0x0
0x4
0x8

주
1 Operation mode(작동 모드)는 구성 요소가 상태를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
격 사용자들은 MainOperation(주 작동) 및 PlayState(재생 상태) 파라미터를 사
용해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합니다.
2 Trigger mode(트리거 모드) 0, 4 또는 8(없음/마스터/슬레이브)은 SyncMode 가
Ping Rate Mode(핑 속도 모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명령합니다.
환경 구성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OwnShip/EnvironmentData/SoundProfileFileName
프로파일이 있는 파일

없음

주1

VT_BSTR

OwnShip/EnvironmentData/ActivateProfile
프로파일 활성화

없음

[0,1]

VT_I4

활성화하려면 1로 설정
합니다. 자동으로 0으
로 돌아갑니다.

VT_BSTR

계산됨

OwnShip/EnvironmentData/SoundVelocitySource
음속 선택

없음

주2

주
1 음향 프로파일 파일 이름 범위: 프로파일 파일에 이르는 전체 경로 및 파
일 이름
2 음속 범위: 프로파일/SV 프로브/수동/계산됨
핑 기반 파라미터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파일 시간(주 1)

VT_CY

127510454149223493

-90~+90

VT_R8

68.4496

TransceiverMgr/PingTime
핑 시간

100ns

TransceiverMgr/Latitude
선박 위도(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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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도

-180~+180

VT_R8

17.6652

m

-100~+100

VT_R8

-0.3

도

-90~+90

VT_R8

2.1

도

-90~+90

VT_R8

1.3

도

0~360

VT-R8

10.7

0~10000

VT_R8

123.45

VT_R8

-123.4

TransceiverMgr/Longitude
선박 경도
TransceiverMgr/Heave
선박 상하동요
TransceiverMgr/Roll
선박 롤
TransceiverMgr/Pitch
선박 피치
MRUHeading
MRU를 기준으로 한
선박 방향(요)

TransceiverMgr/VesselDistance
선박의 항해 거리

nmi

ProcessingMgr/yyy/NoiseEstimate
채널 소음 추정치

dB

0~-200

주
1 1601년 이후
2 TransceiverMgr/Latitude 는 최종 핑에 대한 위도를 제공하는 반면,
OwnShip/Latitude 는 현재 위도를 제공합니다.
3 Name에서 “yyy“는 현재 선택된 채널입니다.
비동기식 파라미터
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m/s

0~100

VT_R8

5.6

도

-180~+180

VT_R8

17.5

도

-90~+90

VT_R8

64.353

도

-180~+180

VT_R8

5.23

m

-100~+100

VT_R8

-0.3

도

-90~+90

VT_R8

2.1

OwnShip/Speed
선박 속도
OwnShip/Heading
선박 방향
OwnShip/Latitude
선박 위도(주 1)
OwnShip/Longitude
선박 경도
OwnShip/Heave
선박 상하동요
OwnShip/Roll
선박 롤
OwnShip/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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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위

범위

유형

예

선박 피치

도

-90~+90

VT_R8

1.3

nmi

0~10000

VT_R8

123.45

VT_R8

10.2

VT_R8

0.035

VT_R8

1500.0

OwnShip/VesselDistance
선박의 항해 거리

OwnShip/EnvironmentData/Temperature
도

환경 평균 온도

-5~+5

OwnShip/EnvironmentData/Salinity
환경 평균 염도

없음

0~0.1

OwnShip/EnvironmentData/SoundVelocity
환경 평균 음속

m/s

1400~1700

OwnShip/EnvironmentData/SoundVelocityTransducer
트랜스듀서의 음속

m/s

1400~1700

VT_R8

1500.0

주
1

TransceiverMgr/Latitude 는 최종 핑에 대한 위도를 제공하는 반면,
OwnShip/Latitude 는 현재 위도를 제공합니다.

수치 형식 정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할 때 공통 C 구조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블록을 표현합
니다. 다양한 C 형식의 크기:
• char = 8비트 정수
• uchar = 8비트 무부호 정수
• short = 16비트 정수
• ushort = 16비트 무부호 정수
• WORD = 16비트 무부호 정수
• int = 32비트 정수
• long = 32비트 정수
• ulong = 32비트 무부호 정수
• DWORDLONG = 64비트 무부호 정수
• float = 32비트 부동 소수점(IEEE 754)
• double = 64비트 부동 소수점(IEEE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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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샘플 코드
이 섹션에서는 1개 이상의 구독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될 때 알림을 받기 위해
샘플 'C++'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 예시들에 대한 배경 세부 정보는 파라미터 알림 처리 424 페이지 섹션을 참
고하십시오.
항목
• 구조 정의를 위한 샘플 코드 466 페이지
• 파라미터 알림 처리를 위한 샘플 코드 471 페이지
관련 항목
• 파라미터 알림 처리 424 페이지

구조 정의를 위한 샘플 코드
#pragma pack(1)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long lPM_SERVER_ALIVE = 3;
long lPM_REQUEST_RETRANSMIT = 4;
long lPM_VALUE_ATTRIBUTE_UPDATE = 6;
USHORT RID_VALUE_UPDATE = 11;
USHORT RID_ATTRIBUTE_UPDATE = 12;
USHORT RID_END = 0xdead;

//-----------------------------//
ParamMsgHdrDef
//-----------------------------typedef struct
{
unsigned short
usCurrentMsg;
unsigned short
usTotalMsg;
long
lSeqNo;
long
lMsgID;
} ParamMsgHdrDef;
//-----------------------------//
RecHdrDef
//-----------------------------typedef struct
{
USHORT
usRecID;
USHORT
usRecLen;
} RecHdrD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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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Def
//-----------------------------typedef struct
{
long
lStrLen;
char
aStr[1];
long sizeOf() const
{
return sizeof(lStrLen) + lStrLen;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aStr[0]) + lStrLen;
}
void
copyTo(BSTR& bs) const
{
USES_CONVERSION;
bs = ::SysAllocStringLen(A2CW(&aStr[0]),
lStrLen);
}
} STRDef;
//-----------------------------//
ValueDef
//-----------------------------typedef struct
{
long
lValueLen;
BYTE
aValue[1];
long
sizeOf() const
{
return sizeof(lValueLen) + lValueLen;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aStr[0]) + lValueLen;
}
} ValueDef;
//-----------------------------//
AttribDef
//-----------------------------typedef str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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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STRDef
long
BYTE

lCookie;
sAttributeName;
lAttributeLen;
aAttribute[1];

long
getAttribLen() const
{
return (long)*(long*)sAttributeName.addressOfNext();
}
BYTE*
getAttrib() const
{
return (BYTE*)(sAttributeName.addressOfNext()
+ sizeof(lAttributeLen));
}
long
sizeOf() const
{
return sizeof(AttribDef)
- sizeof(STRDef)
-1
+ sAttributeName.sizeOf()
+ getAttribLen();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getAttrib()
+ getAttribLen());
}
} AttribDef;
//-----------------------------//
AttributesRecDef
//-----------------------------typedef struct
{
RecHdrDef
hdr;
Long
lAttribCount;
AttribDef
aAttribs[1];
long sizeOf() const
{
if (lAttribCount)
{
const AttribDef* pa = &aAttribs[0];
long l(0);
for (int i = 0; i < lAttribCount;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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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pa->sizeOf();
pa = (AttribDef*) pa->addressOfNext();
}
return l + sizeof(lAttribCount)
+ sizeof(RecHdrDef);
}
else
return sizeof(lAttribCount)
+ sizeof(RecHdrDef);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hdr + sizeOf());
}
} AttributesRecDef;
//-----------------------------//
ParamDef
//-----------------------------typedef struct
{
long
lCookie;
DWORDLONG dwlTimeStamp;
ValueDef sValue;
long
unused;
long
sizeOf() const
{
long l;
l = sizeof(ParamDef);
l -= sizeof(ValueDef);
l += sValue.sizeOf();
return l;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 &lCookie + sizeOf();
}
} ParamDef;
//-----------------------------//
ParametersRecDef
//-----------------------------typedef struct
{
RecHdrDef
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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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ParamDef

lParamCount;
aParams[1];

long sizeOf() const
{
if (lParamCount)
{
const ParamDef* pp = &aParams[0];
long l(0);
for (int i = 0; i < lParamCount; i++)
{
l += pp->sizeOf();
pp = (ParamDef*) pp->addressOfNext();
}
return l + sizeof(lParamCount) + sizeof(RecHdrDef);
}
else
return sizeof(lParamCount) + sizeof(RecHdrDef);
}
long
addressOfNext() const
{
return ((long)&hdr + sizeOf());
}
} ParametersRecDef;
//-----------------------------//
AliveMessageDef
//-----------------------------typedef struct
{
ParamMsgHdrDef sHdr;
} AliveMessageDef;
//-----------------------------//
RequestRetransmitMessageDef
//-----------------------------typedef struct
{
ParamMsgHdrDef sHdr;
} RequestRetransmitMessageDef;
#pragma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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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알림 처리를 위한 샘플 코드
//-----------------------------//
DataReceived
//-----------------------------int DataReceived (INT nLength, BYTE pData[])
{
ParamMsgHdrDef* pHdr = (ParamMsgHdrDef*) pData;
if (pHdr->lMsgID == lPM_VALUE_ATTRIBUTE_UPDATE)
{
if (!CheckSequenceNumber(pHdr))
return 0;
RecHdrDef* recHdr = (RecHdrDef*) (pData +
sizeof(ParamMsgHdrDef));
while (recHdr->usRecID != RID_END)
{
switch (recHdr->usRecID)
{
case RID_VALUE_UPDATE:
{
ParametersRecDef* ppr =
(ParametersRecDef*) recHdr;
HandleValueUpdate(ppr);
}
break;
case RID_ATTRIBUTE_UPDATE:
{
AttributesRecDef* par =
(AttributesRecDef*) recHdr;
HandleAttributeUpdate(par);
}
break;
}
recHdr = (RecHdrDef*)
((long)(recHdr) + recHdr->usRecLen);
}
m_lNextSequenceNo++;
m_lNextMsgNo = 1;
}
else if (pHdr->lMsgID == lPM_SERVER_ALIVE)
{
if (pHdr->lSeqNo != m_lNextSequenceNo)
SendRetransmi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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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S_OK;
}
//-----------------------------//
HandleValueUpdate
//-----------------------------void HandleValueUpdate(ParametersRecDef* pPM)
{
ParamDef* pP = &pPM>aParams[0];
for (int i = 0; (i < pPM->lParamCount); i++)
{
CParameter* parameter = FindParameter(pP->lCookie);
if (parameter != NULL)
{
parameter->UpdateValue(pp);
}
pP = (ParamDef*) pP->addressOfNext();
}
}
//-----------------------------//
HandleAttributeUpdate
//-----------------------------void HandleAttributeUpdate(AttributesRecDef* pAD)
{
AttribDef* pA = &pAD>aAttribs[0];
for (int i = 0; (i < pAD->lAttribCount); i++)
{
CParameter* parameter = FindParameter(pA->lCookie);
if (parameter != null)
{
parameter->UpdateAttribute(pA);
}
pA = (AttribDef*) pA->addressOfNe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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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색인
프레젠테이션
색, 50
브로드캐스트, 251, 274, 316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설명, 256
다이어그램
시스템, 19
데이터그램
정보, 379
디스플레이
스킨, 50, 198
색, 50, 198
색 눈금, 51, 199
색상 수, 51, 199
뷰 절차, 59
필드 크기 변경, 60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113
인터페이스
이더넷, 89
내비게이션 시스템, 92
상하동요 센서, 93
음속 프로브, 97
설정 절차, 89
외부 동기화, 99
모션 센서, 93
데이터 트래픽 확인, 101
외부 시스템 연결, 89
GPS, 92
GPS(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92
ITI, 90
트랜스듀서
유지보수, 113, 115
리프팅, 16, 114
설명, 21
이름, 253
취급, 16, 113–114
하이드로폰
유지보수, 113
취급, 113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설명, 244
비활성화
결함 있는 트랜스듀서
요소, 107
상하동요
attitude 텔레그램, 390–39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13
설치, 112
제거, 113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BITE, 213
텔레그램
바이오매스,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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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79
해저면 경도, 392
진 방향, 385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 382
대수 속력 및 방향, 387
대지 및 대수 속력, 386
대지 침로 및 대지 속력, 388
지리학적 위치
위도/경도, 383
트롤 헤드 로프-풋 로프
및 풋 로프-해저면, 389
최소 권장 GNSS
데이터, 385
이중 대지/대수 거리, 387
방향, 자침, 385
방향, 편차, 변동, 384
DBT, 382
GGA, 383
GLL, 383
GPS 위치 결정 데이터, 383
HDG, 384
HDM, 385
HDT, 385
HFB, 389
PI 센서 정의, 394
PSIMDHB, 392
PSIMP-D, 394
RMC, 385
VBW, 386
VHW, 387
VLW, 387
VTG, 388
디렉터리
원시 데이터 기본
디렉터리, 58, 193
매트릭스
BITE, 211
불러오기
에코그램 시퀀스, 56
원시 데이터, 56
샘플링
개념 설명, 363
슬레이브
동기화, 99
동기화 모드, 101, 217
시작하기, 24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1
업데이트
온라인 도움말, 110
온라인 도움말 파일, 111
에코그램, 29, 118
색상표, 62
백선, 234
압축, 236
확장, 236

내삽, 236
라벨, 237
필드, 130
표시, 64
색, 62
주석 활성화, 138, 235
데이터 구독, 443
수직 눈금, 235
유형 선택, 65
수평 속도, 237
재생 파일, 307
해저면 선, 234
수직 마커, 235
시간 마커, 138, 235
거리 마커, 138, 235
대화 상자 설명, 232
재생 파일 제거, 307
재생 파일 추가, 307
핑 신호 마커, 138, 235
트롤(선), 235
음향창, 114
찾아보기
파일 출력, 248
트랜시버
버튼, 220
ID, 253
IP 주소, 253
프로토콜
직렬 포트, 276
LAN 포트, 278
가져오기
빔 모드, 80
경계선
변경, 60
내보내기
빔 모드, 80
네트워크
원격 포트, 250, 274, 317
로컬 포트, 272
원격 IP 주소, 251, 273, 317
로컬 IP 주소, 250,
272–273, 316
도움말
온라인, 13
액세스, 52
비활성
모드, 189
색상표, 50, 198
변경, 62
절차, 50
기능 설명, 198
수직선
시간 마커, 138
거리 마커, 138
수평선
백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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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선, 137
트롤 선, 137
수평축, 237
대화 상자 설명, 237
유지보수
트랜스듀서, 113
하이드로폰, 113
절차, 103
인터벌
핑, 191
트랙볼
설명, 28
대상자
본 매뉴얼, 13
동기화
지연, 217
모드, 101, 216
포트, 217
인터페이스 설정, 99
대화 상자 설명, 216
리프팅
트랜스듀서, 16, 114
시스템
다이어그램, 19
설명, 17
액세스
로그 파일, 110
액티브
송신, 39, 195
오프셋
도구, 279
이더넷
인터페이스, 89
출력, 89
원격 포트, 250, 274, 317
로컬 포트, 272
원격 IP 주소, 251, 273, 317
로컬 IP 주소, 250,
272–273, 316
재시작
절차, 26, 46, 103
TRU 켜기/끄기, 220
페인트
오염 방지, 115
해상도
히스토그램, 244
해수면
기준면, 65, 233
해저면
기준면, 65, 233
간격
핑, 37, 64, 192
주파수/빔, 293
누르기
정의, 24, 27, 45
눈금
매트릭스 BITE, 213
에코그램(수직),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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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캔 BITE, 210
데이터
구독, 418, 439
기록, 362
필드, 417
디버그
텍스트 필드, 221
TRU 켜기/끄기, 221
리소스
직렬 포트, 276
마스터
동기화, 99
동기화 모드, 101, 216
마우스
설명, 28
메시지, 329
승인, 314, 331
삭제, 314, 331
취급, 109
최근 메세지, 314
현재 메시지, 331
모두 삭제, 314, 331
AliveReport, 413
AliveReportDef, 413
ConnectRequest, 411
ProcessedData, 417
Request, 414
RequestServerInfo, 410
Response, 412, 415
ServerInfo2, 411
명령
디스플레이 메뉴, 167, 197
바로가기 메뉴, 173, 286
설정 메뉴, 169, 204
작동 메뉴, 166, 188
활성 메뉴, 171, 225
설치 메뉴, 254
주 메뉴, 165, 182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데이터 출력 메뉴, 246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모니터
주변 통신, 101
목록
직렬 포트, 276
LAN 포트, 277
목적
본 매뉴얼, 13

매트릭스 탭, BITE
대화 상자, 209, 211
B 스 캔 탭 , BITE
대화상자, 209
BITE 대화 상자, 169,
204, 209
문장
NMEA, 261, 263
NMEA 속도, 259
NMEA 위치, 257
방법
트랙볼, 28
백선 활성화, 70
색상표 변경, 50
경계선 이동, 60
소음 측정, 86
음속 조정, 52
게인 조정, 41, 73
메시지 처리, 109
염도 조정, 52
오류 복구, 103
절차 소개, 44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시스템, 92
프레젠테이션 색상
변경, 62
에코그램 시퀀스
불러오기, 56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0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 52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107
에코그램 색상표 변경, 62
에코그램 시퀀스 재생, 56
온라인 도움말 열기, 52
메시지 파일에 액세스, 110
에코그램 유형 선택, 65
원시 데이터 불러오기, 56
원시 데이터에 액세스, 58
로그 파일에 액세스, 110
사용자 설정 저장, 42, 48
해저면 선 활성화, 70
메시지 읽고 승인, 109
외부 동기화 설정, 99
주변 통신 확인, 101
수직 범위 선택, 40, 72
시작 범위 선택, 41, 72
원시 데이터 재생, 56
원시 데이터 저장, 34, 55
빔 모드 가져오기, 80
빔 모드 내보내기, 80
메뉴 버튼 사용, 33, 164
색상 수 변경, 51
핑 속도 변경, 37, 64
빔 모드 선택, 35, 76
빔 모드 편집,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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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색 변경, 51
빔 모드 삭제, 79
에코그램 시퀀스
파일에 액세스, 58
온라인 도움말 파일
업데이트, 111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97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141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설정, 93
디스플레이 필드 크기
변경, 60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142
정상 작동 모드 선택, 36
수심 측량 모드 변경, 322
수직 마커 선 활성화, 67
수평 마커 선 활성화, 67
출고 시 설정 검색, 49
새 빔 모드 생성, 77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테스트, 106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테스트, 105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변경, 94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기, 321
이더넷 포트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설정, 89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 사용, 48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145
수심 측량 시스템 전원
켜기, 321
모션 센서 내부 지연
변경, 96
내장 테스트
장비(BITE) 열기,
104
BITE 테스트 실행, 104
FS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 90
ITI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 90
ME70 재시작, 26, 46, 103
ME70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13
ME70 소프트웨어
설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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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70 소프트웨어
제거, 113
ME70 데이터 저장, 34, 55
ME70 전원 끄기, 25, 46
ME70 전원 켜기, 25, 45
TVG 게인 조정, 74
TVG 설정 변경, 68
tx 모드 선택, 39
방향
설명, 123
attitude 텔레그램, 390–391
백선
에코그램, 234
활성화, 70
설명, 137
변경
핑 속도, 37, 64
TVG 설정, 68, 74
보고서
보정 프로그램, 154
생성
데이터 구독, 418, 420
새 빔 모드, 77, 304
선택
디스플레이 메뉴, 167, 197
바로가기 메뉴, 173, 286
설정 메뉴, 169, 204
작동 메뉴, 166, 188
활성 메뉴, 171, 225
설치 메뉴, 254
빔 모드, 184
주 메뉴, 165, 182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데이터 출력 메뉴, 246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설명
트랜스듀서, 21
샘플링, 363
트랙볼, 28
시스템, 17
방향, 123
백선, 137
원격, 270
확장, 201
보정, 208
정보, 290
내비게이션 필드, 122
트랜시버 선택, 284
지리학적 위치, 122

트랜시버 유닛, 20
도움말 버튼, 124
디스플레이 뷰, 117
색상표 기능, 198
프로세서 유닛, 20
데이터 출력, 221
제목 표시줄, 31, 120
도구 오프셋, 279
동기화 포트, 269
메뉴 시스템, 162
메시지 버튼, 123
선박 속도, 123
수심 출력, 251
시스템 메뉴, 32, 126
작동 기능, 189
작동 원리, 27
최소화 버튼, 124
게인 기능, 187
계층 삭제, 232
기능 버튼, 123
기록 기능, 192
기록 버튼, 122
도구 설명, 203
모션 보상, 217
모션 센서, 269
범위 기능, 185
선박 거리, 215
설치 기능, 222
음속 포트, 270
종료 버튼, 124
해저면 선, 137
게인 파워, 200
메뉴 버튼, 121
빔 선택, 201
수직 표시, 138
창 최대화, 245
색상 수, 199
창 구성, 231
창 열기, 202
트롤 선, 137
핑 기능, 190
빔 모드, 290
에코 색, 199
채널 뷰, 127
주 메뉴, 32, 126
내비게이션 대화 상자, 256
히스토그램 대화 상자, 244
에코그램 대화 상자, 232
파워 서플라이 유닛, 21
수평축 대화 상자, 237
동기화 대화 상자, 216
시작 범위 기능, 186
크기 변경 버튼, 124
환경 대화 상자, 264
트롤 대화 상자, 267
핑 간격 기능, 192
빔 모드 선택, 184
빔 모드 관리, 206

475

Simrad ME70

핑 모드 기능, 191
빔 모드 보기, 195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183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250
포트 모니터링 대화
상자, 315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309
해저면 범위 대화 상자, 307
해저면 탐지 대화 상자, 228
계산 간격 대화 상자, 214
계층 속성 대화 상자, 238
파일 출력 대화 상자, 247
재생 파일 대화 상자, 306
색 눈금 대화 상자, 230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새 계층 대화 상자, 240
수치 뷰 대화 상자, 305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242
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7
다른 이름으로
저장(보정), 158
게인 조정 플롯(보정), 160
단일 타겟 탐지(보정), 156
보고서 표시(보정), 159
핑-핑 필터 기능, 244
설정(보정), 156
시작(보정), 161
정보(보정), 161
정지(보정), 161
종료(보정), 159
BITE, 209
EK500 데이터그램
대화 상자, 310
I/O 설정 대화 상자, 274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316
New Beam Mode(새 빔
모드), 304
TRU 켜기/끄기, 218
TS 히트(보정), 160
TVG 기능, 227
TX 모드, 194
TX 전력, 194
XML 재생(보정), 159
설정
저장, 42, 48
포트, 252, 257, 259,
261–262, 268, 270
직렬 포트, 277
타겟 기준, 156
타겟 수심 한계, 156
LAN 포트, 278
송신
모드, 194
스와스
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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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필드, 136
승인
메시지, 314, 331
압축
에코그램, 236
없음
동기화 모드, 101, 216
옵션
디스플레이 메뉴, 167, 197
바로가기 메뉴, 173, 286
설정 메뉴, 169, 204
작동 메뉴, 166, 188
활성 메뉴, 171, 225
설치 메뉴, 254
주 메뉴, 165, 182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데이터 출력 메뉴, 246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원격
대화 상자 설명, 270
음속
조정, 52
일광
트랜스듀서를
노출시키지 말 것, 16, 114
작동
비활성, 189
목적, 166, 188–189
정상, 189
재생, 189
기능 설명, 189
전원
제어, 194
접근
메시지 파일, 110
정상
모드, 189
좌표계, 283, 406
주파수
상단, 293
하단, 293
기준 빔, 295
지우기
빔 모드, 79
출력
이더넷, 89
측정
BITE, 363

클릭
정의, 24, 27, 45
테스트
절차, 103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테스트, 106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테스트, 105
통신
데이터 트래픽 확인, 101
NMEA 0183 파라미터, 380
패리티, 318
패시브
송신, 39, 195
편집
사용자 설정, 183
보정 데이터, 144–145
빔 모드, 78
빔 모드 관리, 207
픽셀
조정
에코그램, 236
확인
주변 장치를 오가는
데이터 트래픽, 101
확장
에코그램, 236
기능 설명, 201
환경
대화 상자 설명, 264
감소
송신 전력, 194
개념
어레이 가중치, 352
공간 분배, 354
주파수 분배, 356
빔 모드, 353
펄스 지속 시간, 360
게인, 187
목적, 166, 182, 187
설명, 41, 73, 187
조정, 41, 73
기능 설명, 187
TVG 조정, 74
경고
읽고 승인, 109
경보
읽고 승인, 109
고급
TRU 켜기/끄기, 220
구독
데이터, 418, 439
데이터 구독, 434
기능
디스플레이 메뉴, 167, 197
작동 메뉴, 16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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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기록
파라미터, 193
기능 설명, 192
설정 절차, 53
원시 데이터, 34, 55
분할 , 193
시작/중지, 193
켜기/끄기, 193
ME70 데이터, 34, 55
내삽
확장, 201
도면
시스템, 19
도장
트랜스듀서 표면, 114
독자
본 매뉴얼, 13
라벨
에코그램, 237
명세
고유 텔레그램, 388
타사 텔레그램, 396
파일 형식, 398
NMEA 텔레그램, 381
방위
텔레그램, 385
버전
소프트웨어, 13
버튼
메시지, 123
디스플레이 메뉴, 167, 197
바로가기 메뉴, 173, 286
설정 메뉴, 169, 204
작동 메뉴, 166, 188
활성 메뉴, 171, 225
설치 메뉴, 254
주 메뉴, 165, 182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175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178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178
수심 바로가기 메뉴, 173
데이터 출력 메뉴, 246
수치 바로가기 메뉴, 177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177
메뉴 버튼 사용 방법,
33, 164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174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174
범위, 185, 248, 308, 310
선택, 40, 72
절차, 71
기능 설명, 185
시작 선택, 4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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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상하동요, 218
피치, 218
롤, 218
보정
절차, 81, 84
타겟 기준, 156
수치 뷰, 150
단일 구체 사용, 141
대화 상자 설명, 208
타겟 수심 한계, 156
선택된 빔 뷰, 149
여러 구체 사용, 142
빔 목록 뷰, 150
빔 모드 뷰, 150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5
타겟 강도 보상 뷰, 149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145
수치 뷰 - 일반 탭, 151
수치 뷰 - 결과 탭, 153
수치 뷰 - 빔 데이터 탭, 151
수치 뷰 - TS 데이터 탭, 152
복사
확장, 201
에코그램 시퀀스 파일, 58
원시 데이터 파일, 58
분배
주파수/빔, 293
삭제
메시지, 314, 331
포트, 253
사용자 설정, 183
포트 모니터링, 315
빔 모드, 79
에코그램 시퀀스 파일, 58
에코그램 재생 파일, 307
원시 데이터 파일, 58
빔 모드 관리, 208
상표, 13
설치
소프트웨어, 112
기능 설명, 222
속도
설명, 123
수동 입력, 260
수심
텔레그램, 381–382
기준면, 65, 233
필드, 132
트랜스듀서
오프셋(텔레그램), 382
해수면 아래(텔레그램), 381
텔레그램(Atlas), 396
수온
판독, 52
수직

마커 선, 67
수평
마커 선, 67
스킨, 50, 198
시간
수평축, 237
계산 간격, 215
시작
수심 측량 시스템, 321
TRU 켜기/끄기, 220
염도
조정, 52
온도
판독, 52
원리
작동, 27
데이터 구독, 409
원격 제어, 409
유닛
메인, 20
유형
에코그램
프레젠테이션 선택, 65
이동
커서, 27
에코그램 시퀀스 파일, 58
원시 데이터 파일, 58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빔 모드, 80
이론
주파수 분배, 356
이름
직렬 포트, 276
LAN 포트, 277
자동
자동 텔레그램 선택
활성화, 257, 259, 263
NMEA 문장, 257, 259, 263
재생
파일, 307
모드, 189
에코그램 시퀀스, 56
에코그램 파일, 307
원시 데이터, 56
에코그램 파일 루프, 307
에코그램 파일 제거, 307
에코그램 파일 추가, 307
저장
원시 데이터, 34, 55
ME70 데이터, 34, 55
절차
트랙볼, 28
게인, 73
범위, 71
보정, 81, 84
소개, 44
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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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59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13
외부 인터페이스, 89
백선 활성화, 70
색상표 변경, 50
소프트웨어 제거, 113
경계선 이동, 60
사용자 설정, 48
에코그램 표시, 64
기록 설정, 53
소음 측정, 86
신호 증폭, 73
음속 조정, 52
게인 조정, 41, 73
메시지 처리, 109
시작 수심, 71
염도 조정, 52
오류 복구, 103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시스템, 92
프레젠테이션 색상
변경, 62
에코그램 시퀀스
불러오기, 56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0
온라인 도움말에
액세스, 52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107
에코그램 색상표 변경, 62
에코그램 시퀀스 재생, 56
온라인 도움말 열기, 52
메시지 파일에 액세스, 110
에코그램 유형 선택, 65
원시 데이터 불러오기,
53, 56
원시 데이터에 액세스, 58
사용자 환경 설정, 50
로그 파일에 액세스, 110
사용자 설정 저장, 42, 48
수심 측량 시스템, 76, 320
해저면 선 활성화, 70
메시지 읽고 승인, 109
외부 동기화 설정, 99
주변 통신 확인, 101
테스트 및 유지보수, 103
수직 범위 선택, 40, 72
시작 범위 선택, 41, 72
원시 데이터 재생, 56
원시 데이터 저장, 34,
53, 55
빔 모드 가져오기, 80
빔 모드 내보내기, 80
색상 수 변경, 51
핑 속도 변경, 3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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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선택, 35, 76
빔 모드 편집, 78
에코 색 변경, 51
빔 모드 삭제, 79
에코그램 시퀀스
파일에 액세스, 58
온라인 도움말 파일
업데이트, 111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97
단일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141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설정, 93
디스플레이 필드 크기
변경, 60
여러 구체를 사용하는
보정, 142
정상 작동 모드 선택, 36
수심 측량 모드 변경, 322
수직 마커 선 활성화, 67
수평 마커 선 활성화, 67
출고 시 설정 검색, 49
새 빔 모드 생성, 77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송신기
테스트, 106
매트릭스 뷰를
사용하여 수신기
테스트, 105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변경, 94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기, 321
이더넷 포트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설정, 89
이전에 저장한 사용자
설정 사용, 48
이전에 기록한 보정
데이터 편집, 144–145
수심 측량 시스템 전원
켜기, 321
모션 센서 내부 지연
변경, 96
내장 테스트
장비(BITE) 열기,
104
전원 켜기/끄기, 25, 45
BITE 테스트, 104
FS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 90
ITI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 90
ME70 재시작, 26, 46, 103
ME70 소프트웨어
설치, 112

ME70 데이터 저장, 34, 55
ME70 전원 끄기, 25, 46
ME70 전원 켜기, 25, 45
TVG, 73
TVG 게인 조정, 74
TVG 설정 변경, 68
tx 모드 선택, 39
정보
대화 상자 설명, 290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NMEA 텔레그램 형식, 379
NMEA 0183, 379
Simrad ME70, 17
조정
게인, 41, 73
주석
활성화, 138, 235
중요
정보, 16
트랜스듀서 취급, 16, 114
고장이 발생한 경우, 16
ME70을 사용하지 않을
때, 16
중지
데이터 구독, 422
증가
송신 전력, 194
지연
동기화, 217
채널, 253
청소
트랜스듀서 표면, 114
취급
트랜스듀서, 113
하이드로폰, 113
트롤
전개, 268
수심 텔레그램, 389
대화 상자 설명, 267
Ifremer 데이터그램, 396
펄스
형태, 293
폴더
원시 데이터 기본
디렉터리, 58, 193
표준
NMEA 0183 표준, 380
필드
에코그램, 130
데이터, 417
스코프, 136
수심, 132
수치, 134
색 눈금, 131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134
단일 타겟 위치, 133
CurrentMsg, 417

410529/C

색인

MsgControl, 414, 416, 418
MsgRequest, 415, 418
MsgResponse, 416
TotalMsg, 417
거리
수평축, 237
거리, 268
계산 간격, 214
수동 설정, 262
끄기
핑, 191
루프
에코그램 재생, 307
마커
에코그램, 235
모드
비활성, 189
동기화, 101, 216
송신, 194
정상, 189
재생, 189
이더넷 통신, 251, 274, 316
정상 모드, 36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3
매트릭스 BITE, 212
B 스캔 BITE, 210
서버
정보 요청, 410
소개
ME70, 15
소스
거리 정보, 261
수치
필드, 134
보정 뷰, 150
오류
텍스트 필드, 221
읽고 승인, 109
TRU 켜기/끄기, 221
위치
설명, 122
채널 뷰, 61, 129
자세
상하동요, 390–391
방향, 390–391
피치, 390–391
롤, 391
제거
소프트웨어, 113
포트, 253
직렬 포트, 277
빔 모드, 79
에코그램 재생 파일, 307
LAN 포트, 278
제어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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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핑 속도, 38, 64, 191
취소
데이터 구독, 422
커서
이동, 27
켜기
핑, 190
크기
크기, 362
포트, 252, 257, 259,
261–262, 268, 270
동기화 신호, 217
표시
절차, 59
색, 198
에코그램 절차, 64
색 눈금, 51, 199
색상 수, 51, 199
채널 뷰, 61, 129
에코그램 유형 선택, 65
피치
attitude 텔레그램, 390–391
해제
데이터 구독, 422
롤
attitude 텔레그램, 390–391
분
계산 간격, 215
빔
배열, 293
색
개수, 199
에코 변경, 51
수 변경, 51
선
백선, 137
해저면 선, 137
수직 표시, 138
트롤 선, 137
영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1
핑
수평축, 237
간격, 37, 64, 191–192
끄기, 191
켜기, 190
계산 간격, 215
기능 설명, 190
단일 단계, 37, 64, 191
최대 속도, 38, 64, 191
뷰
스와스, 128
절차, 59
수치, 150
선택된 빔, 149
빔 목록, 150

빔 모드, 150
타겟 강도 보상, 149
수치 - 일반 탭, 151
수치 - 결과 탭, 153
수치 - 빔 데이터 탭, 151
수치 - TS 데이터 탭, 152
초
계산 간격, 215
프레젠테이션 색상표
변경, 62
내비게이션 시스템
인터페이스, 92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데이터그램 출력
EK500, 311
직렬 인터페이스
음속 프로브, 97
ITI, 90
내비게이션 필드
설명, 122
디스플레이 게인
기능 설명, 200
디스플레이 필드
크기 변경, 60
선박 상하동요
보상, 218
에코그램 시퀀스
불러오기, 56
재생, 56
저장, 34, 55
파일에 액세스, 58
온라인 도움말, 13
업데이트, 110
액세스, 52
도움말 파일 업데이트, 111
컬러 디스플레이
설명, 20
최소 사양, 20
텔레그램 형식, 378
고유, 388
타사, 396
NMEA, 379, 381
트랜스듀서 취급, 16, 114
트랜스듀서 표면
도장, 114
청소, 114
파라미터 가져오기
데이터 구독, 430
디스플레이 메뉴
옵션, 167, 197
밝은 검은색
색상표, 198
상하동요 보상
모션 보상, 218
상하동요 센서
인터페이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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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13
수심 텔레그램
트랜스듀서 아래, 382
외부 인터페이스
절차, 89
데이터 트래픽 확인, 101
인터페이스 포트, 252,
257, 259, 261–262, 268, 270
동기화 신호, 217
텔레그램 이름
수심, 382
해수면 아래 수심, 381
해수면 아래 트롤 수심, 389
AML CALC 파일 형식, 399
EK500 수심, 388
Ifremer 트 롤
데이터그램, 396
Kongsberg EM Attitude
1000, 390
Kongsberg EM Attitude
3000, 391
Simrad Sounder/TSS1, 392
Sippican SVP 파일
형식, 399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107
트랜시버 선택
대화 상자 설명, 284
대화 상자 열기, 220
해저면 백스텝
조정, 229
경고 삼각형, 109
고유 텔레그램
명세, 388
기본 디렉터리
원시 데이터, 58, 193
기술적 설명
샘플링, 363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에 액세스, 58
보정 프로그램
보고서, 154
소프트웨어 오류
복구, 103
송신기 테스트
BITE 매트릭스 뷰 사용, 106
저장된 설정
사용자 설정, 183
전원 재작동
절차, 26, 46, 103
주간 검은색
색상표, 198
지리학적 위치
텔레그램, 383
설명, 122
타사 텔레그램
명세, 396
텔레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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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CALC, 399
DBS, 381, 389
DPT, 382
EK500 수심, 388
EM Attitude 1000, 390
EM Attitude 3000, 391
Ifremer, 396
Sippican, 399
Sounder/TSS1, 392
통합 전문가
데이터 구독, 442
트랜시버 유닛
설명, 20
파라미터 설정
데이터 구독, 431
환경 파라미터
조정, 52
데이터 트래픽
주변 장치를 오가는
데이터 트래픽 확인, 101
도움말 버튼
설명, 124
도움말 파일
온라인 도움말
업데이트, 111
디스플레이 뷰
설명, 117
사용자 설정
편집, 183
삭제, 183
저장, 42, 48
절차, 48
저장된 설정, 183
이름 변경, 183
현재 설정 저장, 184
대화 상자 설명, 183
출고 시 기본값, 183
출고 시 설정, 183
사운더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 58
수신기 테스트
BITE 매트릭스 뷰 사용, 105
시각적 표현
절차, 50
아이콘 설명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어레이 가중치
개념, 352
왼손 사용자
마우스 버튼 재정의, 27
유지보수 규칙
트랜스듀서, 115
이더넷 출력
대화 상자 설명, 250
주간 파란색
색상표, 198
컴퓨터 마우스
설명, 28

평균화 범위
매트릭스 BITE, 212
평균화 시작
매트릭스 BITE, 212
포트 모니터링
삭제, 315
현재 포트, 315
항상 상단에 고정, 316
대화 상자 설명, 315
대화 상자 열기, 277–278
16진수 표시, 315
Auto update(자동
업데이트), 315
Clear(소거), 315
Rx data(Rx 데이터), 315
Tx data(Tx 데이터), 315
프로세서 유닛
설명, 20
하드웨어 요건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7
해저면 색상
강화, 70
간축 방법
B 스캔 BITE, 210
데이터 출력
기능 설명, 221
매트릭스 탭
목적, 209, 211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3, 286
사용자 지정
사용자 환경 설정, 50
새로 만들기
빔 모드 관리, 208
샘플 데이터
데이터 구독, 440
EK500 데이터그램
출력, 311
선박 방향
설명, 123
선박 좌표계, 283, 406
선택된 빔
보정 뷰, 149
선형 눈금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0–211
송신 전력
목적, 167, 188, 194
설명, 194
옵션, 194
제어, 194
시스템 경보
읽고 승인, 109
시스템 유닛, 20
에코그램 색, 51, 199
에코그램 선
백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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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선, 137
수직 표시, 138
트롤 선, 137
음속 프로브
인터페이스 설정, 97
음향 데이터
기록, 34, 55
작동 방식
BITE, 363
재생 표시줄, 30, 119, 125
제목 표시줄, 29, 118
설명, 31, 120
로고 및 제품 이름, 121
출력 전력
제어, 194
파라미터 제어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4
해수면 범위
대화 상자 설명, 309
EK500 데이터그램
출력, 312
해저면 경도
텔레그램, 392
해저면 범위
데이터그램, 312
대화 상자 설명, 307
해저면 탐지
데이터 구독, 442
대화 상자 설명, 228
개념 설명
샘플링, 363
계산 간격
시간, 215
핑, 215
대화 상자 설명, 214
계층 속성
대화 상자 설명, 238
공간 분배
개념, 354
그룹 전송
기준 빔, 296
기능 설명
색상표, 198
작동, 189
확장, 201
게인, 187
기록, 192
범위, 185
설치, 222
핑, 190
데이터 출력, 221
계층 삭제, 232
선박 거리, 215
시작 범위, 186
게인 파워, 200
빔 선택, 201
창 최대화,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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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간격, 192
창 열기, 202
에코 색, 199
핑 모드, 191
빔 모드 선택, 184
빔 모드 보기, 195
다른 이름으로
저장(보정), 158
게인 조정 플롯(보정), 160
보고서 표시(보정), 159
핑-핑 필터, 244
시작(보정), 161
정지(보정), 161
종료(보정), 159
TS 히트(보정), 160
TVG, 227
TX 모드, 194
TX 전력, 194
XML 재생(보정), 159
기본 설명
프로세서 유닛, 20
기본 설정
사용자 설정, 183
데이터 구독, 408
에코그램, 443
생성, 418, 420
원리, 409
취소, 422
파라미터 가져오기, 430
통합 전문가, 442
파라미터 설정, 431
샘플 데이터, 440
해저면 탐지, 442
구독 해제, 436
파라미터 정보
가져오기, 433
파라미터 구독 중단, 436
파라미터 구독 시작, 434
타겟 강도 탐지, 441
도구 오프셋
대화 상자 설명, 279
동기화 모드
슬레이브, 101, 217
마스터, 101, 216
없음, 101, 216
동기화 포트
대화 상자 설명, 269
등록 상표, 13
마우스 버튼
왼손 사용자에 맞게
재정의, 27
매트릭스 뷰
송신기 테스트, 106
수신기 테스트, 105
메뉴 시스템, 162
설명, 32, 126
메시지 버튼
설명, 123

메시지 파일
접근, 110
버튼 설명
기록, 122
메뉴, 121
빔포머 끄기
버튼, 221
샘플 범위
B 스캔 BITE, 210
선박 속도
설명, 123
수동 입력, 260
설정 절차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89
소음 측정
절차, 86
송신 펄스
매트릭스 BITE, 213
수심 출력
대화 상자 설명, 251
시작 샘플
B 스캔 BITE, 210
외부 동기화
인터페이스 설정, 99
원시 데이터
불러오기, 56
재생, 56
저장, 34, 55
기본 디렉터리, 58, 193
파일에 액세스, 58
저장 및 불러오기 절차, 53
이름 변경
사용자 설정, 183
자침 방향
텔레그램, 385
작동 경보
읽고 승인, 109
작동 원리, 27
작동 절차
소개, 44
작동 정지
TRU 켜기/끄기, 220
전송 속도, 318
직렬 포트, 276
NMEA 0183 표준, 380
정보 메시지
읽고 승인, 109
주간 흰색
색상표, 198
주변 통신
데이터 트래픽 확인, 101
주파수 분배
개념, 356
직렬 라인
패리티, 318
전송 속도, 318
데이터 비트, 318
COM 포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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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세지
메시지, 314
최소화 버튼
설명, 124
컨트롤 휠
트랙볼, 28
파일 출력, 193
찾아보기, 248
대화 상자 설명, 247
Current output
directory(현재 출력
디렉터리), 248
파일 형식
명세, 398
표현 색상
변경, 51, 62
개수, 199
에코 색 변경, 51
현재 메시지
메시지, 331
현재 방향
설명, 123
게인 보상
단일 타겟 탐지, 157, 243
계층 삭제
기능 설명, 232
과도한 열
트랜스듀서를
노출시키지 말 것, 16, 114
기능 버튼
설명, 123
기록 기능
목적, 167, 188, 192
기록 버튼
설명, 122
기록 시작, 193
기록 중지, 193
데이터 비트, 318
NMEA 0183 표준, 380
도구 설명
대화 상자 설명, 203
로그 눈금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0–211
메인 유닛, 20
모드 변경
수심 측량 시스템, 322
모드 설명
빔 모드 관리, 207
모션 보상
대화 상자 설명, 217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93
대화 상자 설명, 269
범위 기능
목적, 165, 182, 185
본 매뉴얼
대상자, 13

482

목적, 13
샘플 코드, 466
선박 거리
기능 설명, 215
선박 피치
보상, 218
설정 메뉴
옵션, 169, 204
송신 모드
선택, 39
정보, 39
수동 속도, 260
수직 범위
선택, 40, 72
시작 범위, 186
선택, 41, 72
절차, 71
기능 설명, 186
시작 수심
선택, 41, 72
절차, 71
신호 레벨
매트릭스 BITE, 214
에코 간격
단일 타겟 탐지, 158, 243
오염 방지
페인트, 115
운송 보호, 114
운영 체제
프로세서 유닛, 20
원격 제어, 408
원리, 409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원격 포트, 250, 274, 317
LAN 포트, 278
위상 편차
단일 타겟 탐지, 157, 243
음속 포트
대화 상자 설명, 270
작동 메뉴
옵션, 166, 188
작동 모드
정상 모드, 36
재생 파일
대화 상자 설명, 306
전원 끄기
절차, 25, 46
전원 켜기
절차, 25, 45
수심 측량 시스템, 321
정보 요청
서버, 410
제품 이름
아이콘 설명, 121
조향 각도
고물, 296
이물, 296

기준 빔, 296
종료 버튼
설명, 124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89
지속 시간
펄스, 293
직렬 포트
프로토콜, 276
리소스, 276
목록, 276
설정, 277
이름, 276
제거, 277
전송 속도, 276
Add(추가), 276, 278
참조 정보, 180
취급 규칙
트랜스듀서, 16, 114
타겟 기준
설정 대화 상자, 156
통신 모드, 251, 274, 316
통신 포트, 252, 257, 259,
261–262, 268, 270
패리티 비트
NMEA 0183 표준, 380
펄스 형태
주파수 대역, 293
포트 모니터
인터페이스 트래픽
확인, 101
포트 설정, 252, 257, 259,
261–262, 268, 270
픽셀 크기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0
항행 거리
텔레그램, 387
해저면 선
에코그램, 234
활성화, 70
설명, 137
현재 속도
설명, 123
활성 메뉴
옵션, 171, 225
개요 파악
ME70, 15
거리 정보
데이터그램, 261
없음, 261
속도, 261
소스, 261
게인 파워
기능 설명, 200
구독 해제
데이터 구독, 436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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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erver, 444
로그 파일
액세스, 110
로컬 포트, 272
메뉴 버튼
설명, 121
사용 방법, 33, 164
모두 삭제
메시지, 314, 331
빔 목록
보정 뷰, 150
빔 선택
기능 설명, 201
색 눈금, 51, 199
목적, 171, 174–175,
177, 225, 230, 286
설명, 230
원리, 63
필드, 131
대화 상자 설명, 230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0
선박 롤
보상, 218
설치 메뉴
옵션, 254
수직 표시
설명, 138
시간 마커
에코그램, 138, 235
에코 길이
단일 타겟 탐지, 157, 242
오류 복구
절차, 103
일반 탭
수치 뷰, 151
정지 비트
NMEA 0183 표준, 380
진 방향
텔레그램, 385
창 최대화
기능 설명, 245
최대 레벨
색 눈금, 230
최대 비율
히스토그램, 244
최대 수심
해저면 탐지, 229
최소 레벨
색 눈금, 230
최소 수심
해저면 탐지, 228
파일 크기
파일 출력, 249
분할 , 193
표현 테마
절차, 50
피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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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보상, 218
핑 간격
기능 설명, 192
항해 거리
계산 간격, 214
수동 설정, 262
현재 포트
포트 모니터링, 315
거리 마커
에코그램, 138, 235
결과 탭
수치 뷰, 153
롤 보상
모션 보상, 218
비영 값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1
색 스텝
색 눈금, 231
색상 수, 51, 199
변경, 51
대화 상자 설명, 199
지점 간, 251, 274, 316
창 구성
대화 상자 설명, 231
창 열기
기능 설명, 202
트롤 선
설명, 137
핑 기능
목적, 166, 188, 190
핑 속도
변경, 37, 64
설명, 37, 64, 190
하위 메뉴, 30, 119
마커 선
수직, 67
수평, 67
빔 모드
가져오기, 80
내보내기, 80
생성, 77
선택, 35, 76
편집, 78
개념, 353
삭제, 79
뷰, 195
새, 304
보정 뷰, 150
대화 상자 설명, 290
빔 모드 관리, 207
새 계층
대화 상자 설명, 240
에코 색
변경, 51
기능 설명, 199
채널 뷰, 29, 118
설명, 127

스코프, 136
수심, 132
수치, 134
위치, 61, 129
에코그램 필드, 130
색 눈금, 131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134
단일 타겟 위치, 133
핑 모드
기능 설명, 191
분할 , 193
수치 뷰
대화 상자 설명, 305
주 메뉴
설명, 32, 126
옵션, 165, 182
필터링되지 않은 야간
색상표, 198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필드, 134
에코그램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5
인터페이스 포트 설정,
252, 257, 259, 261–262,
268, 270
파라미터 정보 가져오기
데이터 구독, 433
트랜스듀서 아래 수심
텔레그램, 382
사용자 설정 적용
절차, 48
사용자 환경 설정
절차, 50
파라미터 구독 중단
데이터 구독, 436
항상 상단에 고정
버튼, 221
포트 모니터링, 316
마우스 버튼 재정의
왼손 사용자, 27
사용자 설정 저장
절차, 42, 48
수심 측량 시스템
시동, 321
절차, 76, 320
모드 변경, 322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기, 321
스와스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8
스코프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8
파라미터 구독 시작
데이터 구독, 434
파워 서플라이 유닛
설명, 21
수심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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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대화 상자
설명, 180
내장 테스트 장비
테스트 실행, 104
단일 타겟 탐지
대화 상자 설명, 242
데이터 출력 메뉴
옵션, 246
샘플 픽셀 크기
B 스캔 BITE, 210
수치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7
정상 작동 모드
선택, 36
통신 포트 설정, 252, 257,
259, 261–262, 268, 270
평균 신호 레벨
매트릭스 BITE, 214
현재 설정 저장
사용자 설정, 184
단일 타겟 위치
필드, 133
대화 상자 설명
내비게이션, 256
히스토그램, 244
에코그램, 232
수평축, 237
동기화, 216
원격, 270
환경, 264
보정, 208
정보, 290
트롤, 267
트랜시버 선택, 284
사용자 설정, 183
이더넷 출력, 250
포트 모니터링, 315
해수면 범위, 309
해저면 범위, 307
해저면 탐지, 228
계산 간격, 214
계층 속성, 238
도구 오프셋, 279
동기화 포트, 269
수심 출력, 251
파일 출력, 247
도구 설명, 203
모션 보상, 217
모션 센서, 269
음속 포트, 270
재생 파일, 306
색 눈금, 230
색상 수, 199
창 구성, 231
빔 모드, 290
새 계층, 240
수치 뷰, 305
단일 타겟 탐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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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모드 관리, 206
단일 타겟 탐지(보정), 156
설정(보정), 156
정보(보정), 161
BITE, 209
EK500 데이터그램, 310
I/O 설정, 274
LAN 포트 설정, 316
New Beam Mode(새 빔
모드), 304
Serial Port Setup(직렬
포트 설정), 317
TRU 켜기/끄기, 218
에코 추적 설정
EK500 데이터그램
출력, 311
출고 시 기본값
사용자 설정, 183
크기 변경 버튼
설명, 124
타겟 강도 보상
보정 뷰, 149
타겟 강도 탐지
데이터 구독, 441
타겟 수심 한계
설정 대화 상자, 156
펄스 지속 시간
개념, 360
주파수 대역, 293
요소 크기 픽셀
매트릭스 BITE, 213
최대 게인 보상
단일 타겟 탐지, 157, 243
최대 위상 편차
단일 타겟 탐지, 157, 243
최소 에코 간격
단일 타겟 탐지, 158, 243
핑 간격 기능
목적, 166, 188, 192
해수면 값의 수
EK500 데이터그램
출력, 312
Olex 출력, 312
해저면 값의 수
EK500 데이터그램
출력, 312
Olex 출력, 312
빔 개방 각도
기준 빔, 295
빔 모드 선택
기능 설명, 184
최대 에코 길이
단일 타겟 탐지, 157, 242
최소 에코 길이
단일 타겟 탐지, 157, 242
출고 시 설정
사용자 설정, 183
선택 방법, 49

빔 데이터 탭
수치 뷰, 151
빔 모드 관리
대화 상자 설명, 206
최대 비영 값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1
최소 비영 값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1
핑 모드 기능
목적, 166, 188, 191
핑 신호 마커
에코그램, 138, 235
두 번 클릭
정의, 24, 27, 45
빔 모드 보기
기능 설명, 195
모션 센서용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변경, 94
상황에 맞는 온라인
도움말, 13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변경, 94
결함 있는 트랜스듀서
요소
비활성화, 107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19
기능, 320
보정, 325
정보, 320
모드, 323
사용자 인터페이스, 320
하드웨어 요건, 327
파라미터 제어, 324
원격 제어, 320
상대 해저면의 시작 수심, 308
모션 센서용 내부 지연
변경, 96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목적, 42, 48–49, 165,
182–183
색 눈금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7
모션 센서 내부 지연
변경, 96
대화 상자 및 기능
설명, 180
로고 및 제품 이름
아이콘 설명, 121
단일 타겟 히스토그램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4
단일 타겟 위치 바로가기
메뉴
옵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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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레퍼런스 유닛,
X-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모션 레퍼런스 유닛,
Y-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모션 레퍼런스 유닛,
Z-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다른 이름으로 저장(보정)
기능 설명, 158
게인 조정 플롯(보정)
기능 설명, 160
단일 타겟 탐지(보정)
대화 상자 설명, 156
내장 테스트 장비(BITE)
열기, 104
매트릭스 뷰, 105–106
전원 켜기/끄기
절차, 25, 45
방향 편차, 변동
텔레그램, 384
속력 데이터, 대수
텔레그램, 386–387
속력 데이터, 대지
텔레그램, 386, 388
침로 데이터, 대수
텔레그램, 387
침로 데이터, 대지
텔레그램, 388
수치 - 일반 탭
보정 뷰, 151
수치 - 결과 탭
보정 뷰, 153
수치 - 빔 데이터 탭
보정 뷰, 151
수치 - TS 데이터 탭
보정 뷰, 152
보고서 표시(보정)
기능 설명, 159
최소 임계값(dB)
단일 타겟 탐지, 157, 242
미국
해상전자통신협회(NMEA),
379
매트릭스 BITE
제너레이터, 213
눈금, 213
모드, 212
평균화 범위, 212
평균화 시작, 212
송신 펄스, 213
평균 신호 레벨, 214
요소 크기 픽셀, 213
비영 / 영, 213
로그/선형 눈금, 213
최소/최대 비영 값, 213
출력 EK5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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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GNNS
텔레그램, 385
대화 ID, 253, 258, 260, 263
원격 IP
LAN 포트, 278
원격 IP 주소, 251, 273, 317
로컬 IP 주소, 250,
272–273, 316
끄기/켜기
절차, 25, 45
켜기/끄기
절차, 25, 45
트롤, 해저면
텔레그램, 389
핑-핑 필터
옵션, 245
기능 설명, 244
로그/선형 눈금
매트릭스 BITE, 213
B 스캔 BITE, 211
주파수/빔 간격
주파수 대역, 293
주파수/빔 분배
주파수 대역, 293
트롤, 헤드 로프
텔레그램, 389
트롤, 풋 로프
텔레그램, 389
상하동요, 롤, 피치
프로토콜, 392
설정(보정)
대화 상자 설명, 156
끄기(전원)
절차, 25, 46
시작(보정)
기능 설명, 161
정보(보정)
대화 상자 설명, 161
정지(보정)
기능 설명, 161
종료(보정)
기능 설명, 159
켜기(전원)
절차, 25, 45
트롤(선)
에코그램, 235
야간(Night)
색상표, 198
12
색, 51, 199
16진수 표시
포트 모니터링, 315
64
색, 51, 199

A
Activate(활성화)

기준 빔, 295
Add(추가)
포트, 253
직렬 포트, 276, 278
에코그램 재생 파일, 307
AliveReport
메시지, 413
AliveReportDef
메시지, 413
Along Beam Opening
Angle(고물 빔 개방
각도)
기준 빔, 296
Along Steering
Angle(고물 조향 각도)
기준 빔, 296
AML
Attitude 형식, 399
AML CALC
파일 형식, 399
Apply to all(모두에 적용),
186, 228–229, 237, 308, 310
확장, 201
게인, 187
범위, 186
시작 범위, 186
색 눈금, 231
Athwart Beam Opening
Angle(이물 빔 개방
각도)
기준 빔, 295
Athwart Steering
Angle(이물 조향 각도)
기준 빔, 296
Atlas
수심 텔레그램, 396
수심 텔레그램 활성화, 252
NMEA 수심 문, 252
Attitude
롤, 390
Auto update( 자 동
업데이트)
포트 모니터링, 315
Automatic Start(자동
시작)
파일 출력, 249

B
B 스캔
BITE, 209
B 스캔 탭
목적, 209
B 스캔 BITE
눈금, 210
모드, 210
간축 방법, 210
샘플 범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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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샘플, 210
샘플 픽셀 크기, 210
비영 / 영, 211
로그/선형 눈금, 211
최소/최대 비영 값, 211
Biomass(바이오매스)
텔레그램, 392
BITE
열기, 104
이론, 363
매트릭스 제너레이터, 213
매트릭스 눈금, 213
매트릭스 모드, 212
매트릭스 탭, 211
테스트 실행, 104
매트릭스 뷰, 105–106
매트릭스 평균화 범위, 212
매트릭스 평균화 시작, 212
매트릭스 송신 펄스, 213
대화 상자 설명, 209
매트릭스 평균 신호
레벨, 214
매트릭스 요소 크기
픽셀, 213
매트릭스 비영 / 영, 213
무엇을 측정하는가?, 363
매트릭스 로그/선형
눈금, 213
매트릭스 최소/최대
비영 값, 213
B 스캔 눈금, 210
B 스캔 모드, 210
B 스캔 탭, 209
B 스캔 간축 방법, 210
B 스캔 샘플 범위, 210
B 스캔 시작 샘플, 210
B 스캔 샘플 픽셀 크기, 210
B 스캔 비영 / 영, 211
B 스캔 로그/선형 눈금, 211
B 스캔 최소/최대 비영
값, 211
BITE 대화 상자
목적, 169, 204, 209

C
CALK
Attitude 형식, 399
Clear(소거)
포트 모니터링, 315
COM 포트, 318
ConnectRequest
메시지, 411
Current File Size(현재
파일 크기)
파일 출력,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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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utput
directory(현재 출력
디렉터리)
파일 출력, 248
CurrentMsg
필드, 417

D
DBS
텔레그램, 381, 389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2
NMEA 문장, 252
DBT
텔레그램, 382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2
NMEA 문장, 252
DPT
텔레그램, 382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2
NMEA 문장, 252
Dusk(황혼)
색상표, 198

E
EK500
수심 텔레그램 활성화, 252
NMEA 문장, 252
EK500 데이터그램
목록, 311
파일 출력, 249
대화 상자 설명, 310
EK500 저장하기
파일 출력, 249
EK500 수심
텔레그램, 388
EK500 데이터그램 저장
파일 출력, 249
EM Attitude
텔레그램, 390–391

F
File Name Prefix(파일
이름 접두사), 248
Files(파일)
에코그램 재생, 307
에코그램 재생에서
제거, 307
에코그램 재생을 위해
추가, 307

GLL
텔레그램, 383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8
NMEA 문장, 258
GPS
인터페이스, 92
텔레그램, 383
GPS 위치 결정 데이터
텔레그램, 383
GPS X-offset(GPS
X-오프셋)
도구 오프셋, 281
GPS Y-offset(GPS
Y-오프셋)
도구 오프셋, 281
GPS Z-offset(GPS
Z-오프셋)
도구 오프셋, 281
GPS(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인터페이스, 92

H
HDG
텔레그램, 384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3
NMEA 문장, 263
HDM
텔레그램, 385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3
NMEA 문장, 263
HDT
텔레그램, 385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3
NMEA 문장, 263
HFB
텔레그램, 389

I
I/O 설정
대화 상자 설명, 274
Ifremer
트롤 텔레그램, 396
IP 주소
원격, 278
ITI
인터페이스 설정, 90

J
Jotun, 115

G
GGA
텔레그램, 383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7
NMEA 문장, 257

L
LAN
원격 포트, 250, 274, 317
로컬 포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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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IP 주소, 251, 273, 317
로컬 IP 주소, 250,
272–273, 316
LAN 포트
프로토콜, 278
목록, 277
설정, 278
이름, 277
제거, 278
파라미터 설정, 278
원격 포트, 278
통신 파라미터 설정, 278
원격 IP, 278
LAN 포트 설정
대화 상자 설명, 316
Lower Frequency(하단
주파수)
주파수 대역, 293

M
Max(imum) File Size(최대
파일 크기)
파일 출력, 249
Max(imum) Vessel
Distance(최대 선박 거리)
파일 출력, 249
ME70
개요, 15
소개, 15
소프트웨어 버전, 13
기본 정보, 17
메인 유닛, 20
ME70 데이터
기록, 34, 55
MMI
수심 측량 응용
프로그램, 320
Modufy
핑 속도, 37, 64
Monitor(모니터)
직렬 라인 트래픽, 101
MRU X-offset(MRU
X-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MRU Y-offset(MRU
Y-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MRU Z-offset(MRU
Z-오프셋)
도구 오프셋, 282
MsgControl
필드, 414, 416, 418
MsgRequest
필드, 415, 418
MsgResponse
필드, 416

N
New Beam Mode(새 빔
모드)
대화 상자 설명, 304
NMEA
형식, 379
NMEA 텔레그램
형식, 378
사양, 381
DBT, 382
GGA, 383
GLL, 383
HDG, 384
HDM, 385
HDT, 385
RMC, 385
VBW, 386
VHW, 387
VLW, 387
VTG, 388
NMEA 문장, 261, 263
속도, 259
자동, 257, 259, 263
위치, 257
NMEA 0183
정보, 379
통신 파라미터, 380

O
Olex
인터페이스, 89
해수면 값 파라미터, 312
해저면 값 파라미터, 312
Order Beam Tx By(빔 Tx
배열)
주파수 대역, 293

P
ParameterServer
구성 요소, 444
PI 센서 정의
텔레그램, 394
PP 필터
기능 설명, 244
ProcessedData
메시지, 417
PSIMDHB
텔레그램, 392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2
NMEA 문장, 252
PSIMP-D
텔레그램, 394

R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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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414
RequestServerInfo
메시지, 410
Response
메시지, 412, 415
RMC
텔레그램, 385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8, 260
NMEA 문장, 258, 260
RS-232
패리티, 318
전송 속도, 318
데이터 비트, 318
COM 포트, 318
Rx data(Rx 데이터)
포트 모니터링, 315

S
Save Raw Data(원시
데이터 저장), 248
Seafloor Information
System(SIS), 320
Serial Port Setup(직렬
포트 설정)
대화 상자 설명, 317
ServerInfo2
메시지, 411
Simrad
수심 텔레그램 활성화, 252
NMEA 수심 문, 252
Simrad ITI
인터페이스 설정, 90
Simrad ME70
개요, 15
소개, 15
기본 정보, 17
메인 유닛, 20
Single step(단일 단계)
핑, 37, 64, 191
Sippican
SVP 파일 형식, 399
SIS(Seafloor Information
System), 320
Sounder/TSS1
텔레그램, 392
Start at vessel
distance(선박 거리에서
시작)
파일 출력, 249
SVP
인터페이스 설정, 97
Attitude 형식, 399

T
TotalMsg
필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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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er
X-offset(트랜스듀서
X-오프셋)
도구 오프셋, 280
Transducer
Y-offset(트랜스듀서
Y-오프셋)
도구 오프셋, 280
Transducer
Z-offset(트랜스듀서
Z-오프셋)
도구 오프셋, 280
TRU 전원 끄기
버튼, 221
TRU 켜기/끄기
트랜시버, 220
재시작, 220
고급, 220
시작, 220
디버그 필드, 221
빔포머 끄기, 221
작동 정지, 220
오류 필드, 221
항상 상단에 고정, 221
대화 상자 설명, 218
TRU 전원 끄기, 221
TS 데이터 탭
수치 뷰, 152
TS 히트(보정)
기능 설명, 160
TVG
설정 변경, 68, 74
기능 설명, 227
이용할 수 있는 설정,
69, 75
Tx 모드
선택, 39
정보, 39
Tx 빔
배열, 293
TX 모드
액티브, 39, 195
패시브, 39, 195
기능 설명, 194
TX 전력
목적, 167, 188, 194
설명, 194
옵션, 194
기능 설명, 194
Tx data(Tx 데이터)
포트 모니터링, 315

U

V
VBW
텔레그램, 386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59
NMEA 문장, 259
VHW
텔레그램, 387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3
NMEA 문장, 263
VLW
텔레그램, 387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2
NMEA 문장, 262
VTG
텔레그램, 388
텔레그램 형식 활성화, 260
NMEA 문장, 260

X
X
좌표계, 283, 406
X-오프셋(트랜스듀서)
도구 오프셋, 280
X-오프셋(GPS)
도구 오프셋, 281
X-오프셋(MRU)
도구 오프셋, 282
XML 재생(보정)
기능 설명, 159

Y
Y
좌표계, 283, 406
Y-오프셋(트랜스듀서)
도구 오프셋, 280
Y-오프셋(GPS)
도구 오프셋, 281
Y-오프셋(MRU)
도구 오프셋, 282

Z
Z
좌표계, 283, 406
Z-오프셋(트랜스듀서)
도구 오프셋,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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