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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X2 사양

GCX2
Innovative GNSS Receiver

• 2주파 GNSS RTK 수신기

• 소형·경량·견고한 무선 수신기

• Network-RTK(VRS) 지원

• Long-Range 블루투스 RTK기술

• 간단한 사용자 디스플레이

• 정밀 궤도 위성 기술의 일체형 안테나

• 226 채널의 최적화된 위성 추적 기술

장비 구성품

• GCX2 수신기

• AC 충전기

• USB 케이블

• 파워아답터 킷

• 사용자 설명서

Kit Components

위성 수신

채널 수 226 채널

추적 신호

GPS L1 C/A, L1C, L2P, L2C
GLONASS L1 C/A, L1P, L2 C/A, L2P
SBAS L1 C/A WASS/MASAS/EGNOS
QZSS L1 C/A, L1C, L2C
GAGAN

안테나 일체형

위치정밀도

신속정지측량(L1 + L2)  H: 3MM + 0.5PPM, V:5MM + 0.5PPM

RTK (L1 +L2)  H: 10MM + 1PPM, V:15MM + 1.0PPM

DGPS  H: 0.4M, V:0.6M

SBAS  H: 1M, V: 1.5M

최대데이터 속도 10HZ

데이터 관리

메모리 8GB 내부메모리

실시간 데이터출력 TPS; RTCM SC104 V2.x AND 3.x; CMR/CMR+

ASCII 출력 NMEA 0183 V 2.x AND 3.0

통신 포트 BLuETOOTH, uSB 2.0 HIGH SPEED DEVICE

무선통신

블루투스 모뎀 V2.1 + EDR

RTK 통신 최대 3대 이동국 300M까지

일반

방수/방진 IP67

습도 100%,

작업 온도 -40℃ ~ 85℃

디스플레이 LED

사이즈 47 × 184.5 × 47MM

무게 375G

전원

배터리 내장

작업 시간 12시간

외부 전원 연결 가능

**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산업표준규격 RTCM 3.x 사용을 권장합니다.

Your	local	Authorized	Dealer	is:

소프트웨어
소끼아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MAGNET 소프트웨어는 

현장과 사무실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MAGNET Enterprise
모든 현장  및  사무실에서의  작업데이터를  웹-인터페이스

에서 원-클릭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MAGNET 

Enterprise 클라우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데이터를 

저장하고 변환해 보십시오.

클라우드를  이용한  현장-사무실간  작업데이터 업데이트

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입니다.

MAGNET Office
MAGNET Office 솔루션은 작업자가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모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GNET Office Tools는 정지측량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RTK 및 VRS 측량 성과도 처리 가능합니다.

MAGNET Field
측량 및 설계 작업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강력한 

온보드 소프트웨어

마그넷 필드는 좌표데이터 취득, 좌표측설, 도로 및 좌표계 

생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株) 大 宇 測 機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대광빌딩4층 
Tel : 02)517-2411
       02)517-4630~1, 514-0347~8
Fax : 02)517-0349
http://www.daewoock.co.kr
E-mail : daewoo24@kornet.net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완벽한 솔루션

가벼운 GCX2와 통신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Getac PS336 컨트롤러, 그리고 

MAGNET Field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GNSS RTK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충전 & 통신용 USB 포트

정밀 궤도 위성 
기술의 일체형 
안테나

무선멀티채널 장거리 
블루투스 RTK 보정기술

표준 5/8“×11 나선형 
마운트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스플레이

내장 충전 배터리 및 
내장 메모리

소끼아기술

최신 기술의 GCX2는 사용자에게 최상 품질의 

GNSS RTK 및 STATIC 데이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통신

멀티 채널 블루투스인 Long_Range Bluetooth 

기술은 간섭없는 RTK 보정신호를 제공합니다.

기준국 사용시, 300m 거리에서 GCX2 이동국을 

최대 3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	 Orbit	 Satellite	 Technology	
Integrated	Antenna	
정밀 궤도 위성 기술 일체형 안테나

완전히 새로운  소끼아  안테나  디자인은  혁신적

이고 튼튼한 형태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BULLET” 형태는 폴의 길이가 연장된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는 수신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Get	Set	and	Go

GCX2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 작업할 준비가 

됩니다. 간단한 사용자 디스플레이, 휴대성, 

직관적인 GCX2로 손쉽게 측량 할 수 있습니다.

혁신·단순·경량·견고함

소끼아만의 GCx2는 2주파 GNSS 수신기로 센티미터급의 RTK 

성능의 혁신적인 형태의 장비입니다. GCx2는 초경량/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수신기 디자인의 새로운 재접근을 보여줍니다.

GCx2는 스태틱측량, RTK측량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대의 GCx2로 멀티 채널 

블루투스인  Long_Range Bluetooth 기술로 라디오모뎀 없이 RTK 

측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Network RTK(VRS) 방식으로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GCx2는 측량 및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고품질 성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축, GIS, BIM과 매핑 

프로그램과도 호환됩니다.

특별하고 혁신적인 안테나 디자인은 가볍고 튼튼한 수신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GCx2 케이스를 열어, “BuLLET” 기반 GNSS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GCX2
Innovative GNSS Receiver

■ 1GHz CPU, 512MB MDDR

■ MIL-STD-810G(미국방성 표준규격),

    IP68(방수방진)의 강력한 내구성

■ USB, Serial, MicroSD 등 다양한  

    입출력 포트

■ SIM Card 지원으로 별도의 전화기 

    없이 VRS 사용 가능

■ 600nits의 고휘도 디스플레이

■ 숫자키와 단축키를 통한 편리한 사용

■ 1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SOKKIA 전용 컨트롤러 PS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