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침투 감지 시스템



DSIT 의 AquaShield™
AquaShield™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성능 수행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수중침투 감지 시스템입니다. 주 
목적은 해군 기지, 주요 산업자원 기지 및 대형 항만 등 전략적, 경제적 핵심 지역을 수중침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AquaShield™는 모듈화 되어 있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특색에 맞게 개별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감시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긴 탐지거리는 물론, 1000개 이상의 대상을 동시에 탐지, 식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무인 자동 모드, 매우 적은 유지비용,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경제적 효율이 매우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수중침투 감지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운용자 불필요 - 완전 자동화 (대상 발견, 추적 , 식별,경보 
까지)
동시에1,000개 이상의 표적처리 
위협요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
모든 기상조건 및 해상상태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운용 
가능
5M 거리에서 0.2kg TNT 폭발에도 정상 작동하는 견고한 
디자인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파손 대비
다양한 탐지범위 설정 가능: 120°, 240°, 360° 
Open S/W 로 어떠한 센서에도 연동 가능 
다양한 화면 인터페이스, 표적 데이터, 제외 구역 등의 화면 
구성
높은 신뢰성 입증 – 고장없는 수년간의 수중 운행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필요

표적 
처리 장치



 
 
 
 

수중 위협 요소
폐쇄식 호흡기 사용 다이버 
개방식 호흡기 사용 다이버 
수중 침투기
소형 잠수정
무인 잠수정

적용 지역
해군 기지 
자원 기지 
민간 항구
수중 케이블

유정/가스 기지 
원자력 발전소 
기타 전략적 기지
국경

수중 확성기 수중 장치결합 장치제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표적 
처리 장치

AquaShield™ 주 장비

개방식 호흡기 사용 다이버폐쇄식 호흡기 사용 다이버

UUV



DSIT Solutions Ltd.

2 Rechavam Zeevi St., Givat Shmuel 5401777, Israel

Tel: +972 (3) 531 3333  Fax: +972 (3) 531 3322

Website: www.dsit.co.il  Email: marketing@dsit.co.il

DSIT 소개

AquaShield™ 제원 및 특성

Discover what's down there

 특별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

>>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

>> 일관된 에너지 감지로

     유사표적판별

>> 간섭에 견디기

>> CFAR 처리

>> 2차원 신호정상화

>> 임계치 조정 가능한 경보

>> 자동 탐지

>> 자동 추적

>> 자동 식별 알고리즘

>> 허위 경보 감소 알고리즘

>> 자동 경보 알고리즘

>> 선박 항적 자동 삭제 기능

>> 정지 표적 제거 기능

디스플레이 방식

>> Sonar 자료

>> 작전 상황 디스플레이:
개별 지역 사진 
위성 사진 
해도

>> 수중 탐지 데이터를 아무 작전
상황 디스플레이어 오버레이 가능

 

  

연동 방식

LAN Interface: 

TCP/IP

Integration: 

어떠한 C&C 와 연동 가능

AquaShield™ 주 장비

>> 수중 장치

>> 표적처리 장치

>> 제어 및 디스플레이 장비

>> 결합 장치

수중부

>>    수중 UFE
       (Front-end Electronic unit)

>>   360°를 방사하는 송신 Array
       (Tx) 1개 

>>   요구 방위에 따른 수신
       Arrays (Rx) 1 – 3 개

 120° 탐지범위 – 1 수신 Array

240° 탐지범위 – 2 수신 Array

360° 탐지범위 – 3 수신 Array

녹화 및 재생

다양한 모드의 자료 녹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생기능

자체 점검 (BIT)

>> 모든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오류확인시 자동 경보

탐지 거리

개방식 호흡기 사용 다이버 1,000m

폐쇄식 재호흡기 사용 다이버             700m
소형 잠수정

송/수신 변수

소스 신호 레벨 220 dB re 1μPa @ 1 meter

중심부 주파수 60KHz

송신 모드 CW 및 LFM

펄스 폭 1- 40 ms

거리 정확도 0.5m이상

방위 정확도 0.1°

송신부 배열 40 cm

수신부 배열X 3 125 cm

DSIT Solutions Ltd.,는 Acorn Energy (NASDAQ: ACFN)의 자회사로서, 군, 산업, 자원 및 국토 안보 분야에서 
소나 감시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최신 소나 체계와 실시간 기술 분야에 능숙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SIT의 제품으로는 잠수정 감시체계 SeaShield™, 
수중감시체계 AquaShield™, 경량화된 수중감시체계 PointShield™, 모바일 음향 탐지기PAR (Portable Acoustic 
Range), 수중 음향 신호 분석 체계 UASA(Underwater Acoustic Signal Analysis), 그리고 다양한 소나 
시뮬레이터들과 트레이닝 제품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