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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Johnson, GPRS San Francisco

“The lasers in the  
StructureScan Mini are great when marking out rebar, 
especially when we’re at a job site with bad lighting.” 

www.geophysical.com

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The StructureScan Mini XT is GSSI’s newest generation of our very popular all-in-
one GPR systems. The StructureScan Mini XT offers a 2.7 GHz antenna for superior 
target resolution and can reach depths of 20 inches (50 cm). Ideal for locating rebar, 
conduits, post-tension cables, voids and real time determination of concrete slab 
thickness.

StructureScan™ 

Mini XT

Integrated Tool
All-in-one concrete inspection tool - antenna, positioning 
system and control unit

State-of-the-art touchscreen interface and six-button  
control for enhanced usability 

Rugged, Compact Design
This new generation system is IP-65 rated to withstand  
the jobsite’s toughest conditions

System Flexibility
The StructureScan Mini XT will offer multiple accessories for 
various survey options and advanced data collection modes

Value
The perfect blend of price and performance, backed by  
a two-year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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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in-One handheld GPR system 

2  Ergonomic handle with six-button control

3  HD touchscreen display with easy to use 
     operator interface      

4  Survey wheel encoder

5  Guiding laser for locating and 3D surveying

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StructureScan™ 
Mini XT

StructureScan Mini XT는 GSSI의 가장 인기있는 올인원 GPR 시스템의 최신버전

StructureScan Mini XT의 2.7GHz 안테나는 최상급 해상도로 20in(50cm) 심도의 타겟을 

탐지할 수 있으며, 특히 철근, 도관, 포스트 텐션 케이블, 공극 탐지 및 실시간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 산출이 가능함.

1 통합 휴대용 GPR 시스템 

2 6개의 버튼과 인체공학적 손잡이

3 사용하기 쉬운 H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작동 화면

4 조사 바퀴 인코더

5 위치 확인 및 3D 측정을 위한 보조 레이저

통합된 장비

· 올인원 콘크리트 탐사 장비 - 안테나, 위치시스템,  
   제어 유닛

·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첨단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6개의 버튼 제어

시스템 유연성

·  StructureScan Mini XT는 다양한 측정 환경과 보다 
 나은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여러가지 악세사리를 
 지원함

가치

·  가격과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2년간 보증을 
 제공함

견고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새로운 시스템은 IP-65에서 열악한 현장작업에  
   있어 독보적인 지지를 받음



02   03

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StructureScan Mini XT

특징
StructureScan Mini XT는 철근, 도관, 포스트텐션케이블, 공극
및 기타 배관들 같은 금속 및 비금속 물체들의 위치를 탐지
하고 심도를 측정하는 것에 특화됨.
또한, Mini XT는 지면이나 콘크리트층, 슬라브의 두께 같은 
구조적인 요소의 판별도 가능함.

고주파, 고해상도 콘크리트 안테나

· StructureScan Mini XT는 지면에서 8mm이격되어 있는 새로운 

   2.7 GHz 안테나를 탑재하여 거친 콘크리트 표면에서도 더욱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이 안테나는 훌륭한 지표면 근처 해상도를 갖으면서 동시에 

   깊은 심도의 타겟을 분석하는 능력도 우수함.

향상된 데이터 시각화

· 최첨단 6.5인치 HD 터치스크린 데이터 시각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며 초보자와 숙련자를 위한 다른 작동모드를 

    가지고있음.

미래지향적 디자인

· 향후의 기능 확장을 위하여 3개의 악세사리 포트가 기본 장착.

   6개의 버튼으로 원거리 조작이 가능한 확장 폴은 걸으면서 하는 조사나 벽면조사에 특히 유용. 

일반적인 용도

· 콘크리트 조사 - 벽면, 바닥, 천장 내부의 금속 및 비금속 대상 탐지

· 구조체 조사 - 교량, 기념비, 벽면, 타워, 터널, 발코니, 주차장, 바닥판

· 상태 평가 - 재건축 계획을 위한 콘크리트 상태 지도 작성

· 슬라브 두께 측정

· 공극 탐지

· QuickScan 버튼을 한번 눌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ScanMax, 

   Scan3D 같은 어플 기반 데이터 수집 옵션으로 더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 StructureScan Mini XT는 다양한 색 조정 옵션을 통해 데이터 

   표현을 더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보정, 신호 기저점 

   식별자, 화면에 직접 참조 마킹 또한 사용 가능.



StructureScan XT 데이터 모드

2D 데이터 수집

향상된
시각화

StructureScan Mini XT는 간이, 표준, 숙련자용의 3가지 데이터 측정 모드를 제공함.

● 간이 모드는 빠른 데이터 수집에 적합 - 단순히 조사심도, 콘크리트 타입만 설정하고 조사 시작
● 표준 모드는 Scan3D와 ScanMax 두 가지 모드를 제공.
● 숙력자 모드는 XScan과 DualScan모드를 제공하여 더 심도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StructureScan Mini XT는 다양한 색상테마, 기능적인 이미지 저장, 실시간 영상 조정 같은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함.

StructureScanMini XTStandardmode 사용자 인터페이스.

Scan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tandard모드에서 측정한 다양한 심도에 있는 금속 타겟들.
붉은점과 십자표기는 사용자가 마킹한 표적을 나타냄.

· Scan3D- 5개의 시점으로 
   x-ray 같은 이미지를 3차원
  으로 제공

· DualScan- focusmode에서
   2장의 2D영상을 평행하게 
   정렬하여 비교

· XScan- 2장의 수직2D 영상을 
   조합하여 3D영상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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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can Mini XT 세부 사양

시스템
안테나 중심 주파수 2.7GHz

디스플레이 모드 Linescan, Focusand 3D

데이터 저장용량 14.5GB(340 - 2x2 3D images)

조사 심도 4, 8, 12, 16, 20 inches(10, 20, 30, 40, 50 cm)

배터리 Li-ion Battery, 2.5 hour runtime

 (배터리 수명은 화면 밝기설정과 사용법에 따라 상이함)

데이터 포맷 RADAN.dzt

언어 영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한글화개발중)

동작 환경
동작온도 -4°F to 104°F external (-20°C to 40°C)

저장소 온도 -40°F to 140°F external (-40° to 60°C)

상대 습도 <95%non-condensing

보호 등급 IP-65

규격
크기 9.3 x 6.2 x 7.3 in. (23.6 x 18.4 x 15.7 cm)

중량 4 lbs. (1.8 Kg) 배터리 포함

시스템 지상고 .31 inch (8mm)

디스플레이 크기 6.5 inches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 x 768

StructureScan Mini XT

듀얼 배터리 충전기

두개의 Li-ion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용AC전원 어뎁터

AC전원 어뎁터 국제 플러그

이송 케이스

안전 손목 스트렙

3mm hex 드라이버

데이터 수집용 격자 (샘플 패키지)

사용자 메뉴얼

2년간 보증 및 GSSITraining Center에서
교육

시스템 구성



Chase Johnson, GPRS San Francisco

“The lasers in the  
StructureScan Mini are great when marking out rebar, 
especially when we’re at a job site with bad lighting.” 

www.geophysical.com

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The StructureScan™ Mini is GSSI’s all-in-one GPR system, designed specifically for 
the concrete inspection industry. The StructureScan Mini is available in two models; 
the original version, the StructureScan Mini, is 1600 MHz and can reach depths of 
up to 50 cm (20 inches). The StructureScan Mini HR offers a 2600 MHz antenna for 
high resolution data.

StructureScan™ 

Mini Series

Compact Design
The StructureScan Mini makes concrete inspection easy 
 in tight spaces, or above-the-head survey locations

Integrated Tool
All-in-one concrete inspection tool - antenna, positioning 
system and control unit combo

System Flexibility
The StructureScan Mini is offered in two versions, a 2D data 
collection mode for real–time results and a 3D data collection 
mode for advanced interpretation

Durability
Ruggedized plastic casing and wheels for long-lasting 
performance

Value
The perfect blend of price and performance, backed by  
a two-year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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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in-One handheld GPR system 

2  Ergonomic handle and controls

3  Easy to use operator interface with  
     color screen display screen

4  Survey wheel encoder

5  Guiding laser for locating and 3D surveying

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The StructureScan™Mini는 콘크리트 검사 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SSI의 올인원 GPR 시스템. StructureScan Mini는 두가지 모델 존재.

StructureScan Mini는 1600 MHz를 사용하며 최대 50cm 깊이를 측정 가능.

StructureScan Mini HR 은 2600 MHz의 높은 분해능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여 최대 40cm 탐사

가능하며 고분해능.

1 올인원 소형 GPR system

2 인체공학적 핸들과 컨트롤

3 사용하기 쉬운 컬러 디스플레이 스크린

4 검사 휠 인코더

5 위치 및 3D 측정을 위한 가이드 레이저

컴팩트한 디자인

· StructureScan Mini는 좁은 공간이나 상부 작업시 

   콘크리트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시스템 유연성

· StructureScan Mini는 2가지 버전이 있으며 2D data를 

   실시간 확인가능하며 이를 수집하여 3D data를 고급 

   해석가능

통합적인 장치

· 하나의 장치에 안테나, 검사도구를 위치한 올인원 장비

내구성

· 오래 지속 사용가능한 플라스틱 케이스와 휠 내구성

가치

·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의 완벽한조화, 2년 워런티적용

StructureScan™ 
Min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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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GPR Systems for
  Concrete Inspection StructureScan Mini Series

철근 및 도관의 특성이 확인 될 때 작은 점으로 목표를 
시각화 시켜주는 보조 소프트웨어 솔루션 탐지 기능.
StructureScan Mini 시리즈는 다른 GPR 시스템과 
달리 1.3kg 정도로 경량설계됨.
장치의 작은 크기는 장애물 주위에 그리고 좁은 
공간에 스캔작업 현장에 운반하기 쉽고 편리함.

Mini는 사용하기 쉬워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짧은 
시간에 익숙하게 사용가능.
철근 및 도관의 특성이 확인되면 화면에 작은 점으로 
데이터를 표시하여 표적 탐지가 가능. 
장치 측면의 레이저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 마킹 가능.

StructureScan Mini

깊은 신호 침투
StructureScan Mini는 GSSI의 휴대용 통합 GPR 시스템. 이 휴대용 기기는 

철근, 도관, 포스트 텐션 케이블, 공극을 찾아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

1600 MHz 안테나 사용으로 최대 50cm 탐사가능하며, 데이터 해상도와 깊이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신속한 콘크리트 영상에 대한 

표준이 됨. 또한 StructureScan Mini는 작업 현장의 요구에 유연한 2D 또는 

3D 기능을 사용 가능.

1600 MHz

Up to 20inches (50cm)

3.6pounds (1.63kg)

6(w)×7(h)×9(l) in. (15.24×17.78×22.86cm)

영어, 스페인, 프랑스

IP-65

주요사양

주파수

측정깊이

무게(배터리포함)

크기

언어

방수 1.2cm 도관 측정
표면에 가까운 강한 수평 반사파
에서도 측정 가능

1.5cm 플라스틱 도관 측정
(철근 배근 위)

1600 MHz



StructureScan Mini HR
뛰어난 데이터 해상도
StructureScan Mini HR은 GSSI의 고해상도 올인원 GPR system. 

2600 MHz 안테나 사용하여 최대 40cm 깊이의 철근, 파이프 라인 및 

포스트 텐션 케이블을 탐지.

StructureScan Mini HR은 실시간 2D와 복잡한 지역을 X선 

이미지처럼 데이터 3D를 사용 가능.

StructureScan Mini HR은 뛰어난 수직 및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물도 탐사가 가능.

1.2cm 도관 측정
표면에 가까운 강한 수평 반사파
에서도 측정 가능.

1.5cm 플라스틱 도관 측정
(철근 배근 위)

2600 MHz

StructureScan Mini HR로 측정한 데이터
데이터는 3D 이미지를 나타냄.
콘크리트 슬래브 내부의 열배관.

2600 MHz

Up to 16inches (40cm)

3.6pounds (1.63kg)

6(w)×7(h)×9(l) in. (15.24×17.78×22.86cm)

영어, 스페인, 프랑스

IP-65

주요사양

주파수

측정깊이

무게(배터리포함)

크기

언어

방수

일반적
사용

· 콘크리트 검사 - 위치 탐사 금속 및 

   비금속 물체 벽, 바닥과 천장

· 구조 검사 - 교량, 기념물, 벽, 타워,  

    터널, 발코니, 주차장, 데크

· 상태 평가 - 매핑 콘크리트 컨디션의 

    매핑 재건축 계획

· 슬래브 두께 측정

· 공극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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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N for StructureScan Mini™
RADAN은 StructureScan Mini에 대한 후처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처리데이터 2D와 3D 데이터는 StructureScan Mini로 수집됨.

이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인 메뉴화면을 갖추고 있으며 간편한 해석 및 사후처리

기능을 위한 데이터 뷰를 제공.

소프트웨어 솔루션

데이터 처리 및 저장

· StructureScan Mini로 수집된 3D data의 처리

· 3D 타켓 입력 - 대상의 크기와 색상을 사용자 정의

· 가상 3D 시추공

· 여러색상표 및 옵션을 변환

· Windows® 7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각화

· 배경 제거 필터링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초점)

· 게인 (대비) 조절, 제어

· 정확한 사용자 지상 깊이 계산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보고서 출력
· 문서의 목적을 위해 타사 소프트웨어에 데이터 이미지 복사

· 목표물을 컬러 서클과 추출 목표 정보를 엑셀 형식으로 추가

· 데이터 이미지를 jpg 파일로 저장.

· 모든 윈도우지원되는 프린터로 인쇄가능.

StructureScan™ Mini 또는 StructureScan™ Mini HR

듀얼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2개

핸드 스트랩

운반용 케이스

퀵스타트 가이드

트레이닝 비디오

3mm hex 드라이버

데이터 수집 그리드 (3D system)

2년 보증

시스템 구성



Rugged, High-Performance
  Digital and Analog
    GPR Controller

SIR® 4000

SIR® 4000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안테나를 구동하는 GSSI사의 가장 성능 좋은 GPR데이터 

획득 시스템. 이 컨트롤러는 기존 아날로그 안테나와 차세대 디지털 장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넓은 범주의 사용자들, 초심자와 숙련자, 수많은 적용방법 등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 및 호환성이 가능.

SIR 4000은 Quick 3D, UtilityScan®, StructureScan™, 효과적인 데이터 획득 및 시각

화가 가능한 Expert Mode 등 훌륭한 데이터 획득 모듈을 제공함. 

또한 향상된 디스플레이 방법들과 필터링 기술들을 통합하여 현장에서 데이터 처리 

및 도식화가 가능. 통합구성된 SIR 4000은 간편한 유저인터페이스, 플러그앤플레이 

GPS, 편리한 데이터 전송옵션 제공.

· 매설물 탐지

· 콘크리트 조사

· 광산 및 지질

· 환경 평가

· 고고학 탐사

· 법의학

주요 용도
유연한 디자인

·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 현장적용을 위한 다양한 조립 옵션

· 편리한 데이터 전송

통합 시스템

· Windows® 8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

· 내구성이 좋은 고해상도 10.4”LED display

· 플러그앤플레이 GPS

결과물 전송

· 최대 800 KHz 전송속도

· 32-bit 결과 데이터 포맷

· 최대 20,000 ns tim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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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gged, High-Performance
  Digital and Analog
    GPR Controller

SIR® 4000 세부 사항

*배터리 수명은 화면 밝기에 따라 달라짐

시스템
안테나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채널수 Records data from 1 single-frequency antenna or 1 dual-frequency antenna

저장장치 32 GB

디스플레이 Enhanced 10.4” LED display with internal high brightness,

 Active matrix 1024 x 768 resolution and 32-bit color

GPS Data logged internally

디스플레이 방식 Linescan, Linescan plus O-scope, Wiggle trace

 Full 3D, 256 color bins are used to represent the amplitude and polarity of the signal

데이터 획득 

데이터 포맷 RADAN® (.dzt)

결과 데이터 포맷 32-bit

스캔 간격 사용자 지정가능, 최대  400 scans/sec

스캔당 샘플 수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동작 방식 Continuous (time) or survey wheel (distance triggered) or point mode

Time Range 0-20,000 nanoseconds full scale, user-selectable
 Gain: manual adjustment from -42 to +126 dB
 Number of segments in gain curve is user-selectable from 1 to 8

Standard Real-Time Filters Infinite Impulse Response (IIR) - Low and High Pass, vertical and horizontal
 Finite Impulse Response (FIR) - Low and High Pass, vertical and horizontal

Advanced Real-Time Filters Migration, Surface Position Tracking, Signal Noise Floor Tracking, Adaptive Background Removal

자동 시스템 설정 조사 조건 및 안테나 배치에 따라 무제한 시스템 설정 

자동 안테나 인식 안테나를 자동인식하여 최대전송 속도로 설정

언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동작 환경
동작 온도 -20°C to 40°C external (-4°F to 104°F)

배터리 Inspired Energy Ni2040ED, 3 시간 사용가능*

전송 속도 최대 800 KHz (International), US/Canada, CE는 안테나 모델에 따라 상이

입출력
포트 Antenna inputs analog and digital (one at a time), DC power input, Serial RS232 (GPS port),

 Accessory connector, HDMI video output, Ethernet to PC, USB 2.0 port, mini USB

Ethernet RJ45 100BT Ethernet

USB Host USB host with external keyboard support, USB flash drive support and USB HUB support

규격
크기 14x10x2.75 in (36x25x7 cm)

중량 10 lbs (4.53 kg) 배터리 포함

습도 <95% non-condensing

온도 -40°C to 60°C (-40°F to 140°F)



“Our customers  
are always interested to see the 

GPR technology that we use on the jobsite.  
It feels good when they are interested in what we are doing.”

Chris Hoag, GPRS Charlotte

SIR® 3000

www.geophysical.com

Rugged, High-Performance 
Single-Channel GPR Data 

Acquisition System

The SIR 3000 is the industry’s number one choice for data accuracy and versatility. 
This small, lightweight control unit is designed for single-user operation. The  
SIR 3000  provides the essential features and flexibility that experienced GPR users 
require, as well as simplified, application-specific user interfaces for novice GPR 
users. 

The SIR 3000 incorporates advanced signal processing and display capability for  
‘in-the -field’ 3D imaging. Unlike other data acquisition products on the market, 
the SIR 3000 is interchangeable with all GSSI antennas, making it an affordable and 
flexible option for multi-application users.

Typical 
Uses

• Concrete inspection 

• Utility location 

• Geological investigation 

• Archaeology 

• Forensics 

• Bridge deck inspection 

• Mining 

• And many other custom applications

Modular Design

• Compatible with most GSSI antennas

• Lightweight and portable

• Removable, rechargeable batteries 

Integrated System

• Windows® based user interface

• GPS integration

• High-resolution color screen that is visible over a 
wide range of light conditions

• Rugged and weather resistant

Deliver Results

• Removable compact flash card memory

• Large internal data storage

Rugged, High-Performance
  Single-Channel GPR Data
    Acquisition System

SIR® 3000

SIR® 3000은 정확도와 활용성면에서 산업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작고 가벼워 사용자 1인이 구동하기 충분. SIR 3000은 기존 GPR 사용자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기능

들과 호환성을 가졌으며, GPR 초심자들을 위한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음. 

SIR 3000은 현장에서 3D imaging을 하기 위하여 향상된 신호처리와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음. 기존의 데이터 획득 장치들과 다르게 SIR 3000 은 모든 GSSI 안테나와 호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게 저렴하고 호환성이 뛰어남.

· 콘크리트 조사

· 매설물 탐지

· 지질 조사

· 고고학 탐사

· 법의학

· 교량 바닥판 조사

· 광산

· 그 밖의 다양한 용도

주요 용도
개선된 디자인

· 대부분의GSSI 안테나에 적합

· 가볍고 이동 용이

· 탈착 가능한 재충전배터리

통합 시스템

· Windows® 8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

· GPS 포함

· 광시야각 고해상도 컬러스크린

· 튼튼하고 날씨제약이 없음

결과물 전송

· 탈착가능한 compact flash card memory

· 넉넉한 내부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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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gged, High-Performance
  Single-Channel GPR Data
    Acquisition System

SIR® 3000 세부 사항
시스템
안테나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채널수 1 (one)

저장장치 내장 메모리: 2 GB Flash memory card
 Compact Flash port: CF memory up to 8 GB (using FAT 16 file format)

디스플레이 Enhanced 8.4: TFT, 800x600 resolution, 64K colors

디스플레이 방식 Linescan, O-scope, 3D

데이터 획득 

데이터 포맷 RADAN® (.dzt)

스캔 비율 예시 220 scans/sec at 256 samples/scan, 16 bit
 120 scans/sec at 512 samples

스캔 간격 사용자 설정

스캔당 샘플 수 256, 512, 1024, 2048, 4096, 8192

동작 방식 Free run, survey wheel, point mode

Time Range 0-8,000 nanoseconds full scale, user-selectable
 Gain: Manual or automatic, 1-5 gain points (-20 to +80 dB)

필터 Vertical: Low Pass and High Pass IIR and FIR
 Horizontal: Stacking, Background Removal

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동작 환경
작동 온도 -10°C to 40°C ambient

충전기 정격전압 15 V DC, 4 amps

배터리 10.8 V DC, internal

전송 속도 최대100 KHz

입출력
포트 안테나 입력
 DC 전원 입력
 Serial RS232 (GPS port)
 Compact Flash memory
 USB master slave

규격
크기 12.4 (l) x 8.7 (w) x 4.1 (h) in
 (31.5 x 22 x 10.5 cm)

중량 9 lbs (4.1 kg)  배터리 포함

기타 생활 방수

SIR® 3000 control unit

이동 케이스

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기

AC 어뎁터 (충전기용)

사용자 매뉴얼

Sunshade

시스템 구성



Digital
  HyperStacking™
    Technology

350HSAntenna

Ground-penetrating radar (GPR)는 전자기장 이미지 기술로써 사용자는 토양, 포장, 콘크리트, 빙하, 수면을 투

과하여 하부를 관측할 수있음. 무선송수신국, GPS와 같이 비슷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들과의 전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GPR장비에는 엄격한 출력 제한이 설정되어 있음.

현재 GPR 출력에 대해 가장 강하게 규제하는 U.S.FederalCommunicationsCommission(FCC)과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조사 속도를 
갖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되었음. 이 새로운 HyperStacking 기술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심도를 볼 수 
있고, 기존 시스템으로 관측이 힘들었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함.

HyperStacking™Technology 
Explained
HyperStacking (HS)은 GSSI가 개발한 혁신적인 
real-timesampling (RTS) 기술. 이는 GPR 시스템의 
복사방출 한도와 조사속도를 유지하면서 수신 
성능을 월등히 개선.
이러한 많은 개별 스캔을 평균내는 방식(stacking)
으로 취득한 결과는 보다 깨끗한 영상을 얻음.

Technology Benefits
· 자체 개발HyperStacking 기술
· 디지털GPR안테나
· 고해상도 데이터
· RF노이즈 영향없음
· 기존 GPR안테나* 와 비교하여
   더 나은 투과 심도
· 저손실조건하

350HSData
The 350 HS 는 자체개발 HyperStacking 기술을 사용한 최첨단 디지털 
안테나. GSSI의 SIR 4000 컨트롤 유닛 및 개조된 Panasonic G1 tablet과 
완벽하게 호환됨. 고고학, 지구 물리학, 매설물 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 가능. HyperStacking 기술은 기존의 RTS 기술
보다 성능면에서 크게 개선됨. 하단의 영상은 표층이 조금 유실된 축구 
경기장을 따라 측정한 데이터이며, 기존의 GPR 안테나와 비교하여 더 깨끗한 
화면과 50% 정도 향상된 투과 심도를 확인할 수 있음.

GSSI SIR 4000 system

퇴적층의 끝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375nanoseconds 이상의 
심도까지 볼 수 있음. 데이터는 SIR 4000과 350 HS 안테나로 취득함.

악세사리 핸들은 별매

사양

중심주파수 350MHz

20ft / 6m

40ft / 12m

SIR4000
Panasonic
Toughpad®FZ-G1

일반 조사 심도

최대 조사 심도

호환가능한GSSI 
컨트롤러

Antenna
Accessories

마커 스위치가 달린 확장 핸들

다양한 카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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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tilityScan Accessory
to Enhance Utility

Locating

For decades, utility locators such as DigSafe and many private contractors 
have been using ground penetrating radar to locate and protect underground 
assets. The UtilityScan Series are stand-alone GPR systems specially designed 
for the utility industry. GSSI is pleased to announce the LineTrac accessory to 
complement our UtilityScan systems. 

Accurate and simple to use, LineTrac comes with a fully functioning three-axis 
50/60 Hz magnetometer and E-field sensor. 

Features
LineTrac includes a number of features to easily identify target utilities, including:

• Easy integration with UtilityScan systems

• Passive and active location modes

• Seamless data fusion with GPR output

• Aids in target discrimination

• Designed to work with existing RD transmitters

• User selectable Frequency Mode or 
            Power Mode options

• Rugged, IP 65 rated

Compatible Systems
• UtilityScan Pro

• UtilityScan DF

• UtilityScan HS

™

Shown with 350 HS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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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yperStacking™
    Technology

New UtilityScan Accessory
  to Enhance Utility
    Locating

수십여년간 DigSafe 같은 매설물 탐지기나 다른 많은 민간 탐지기들은 GPR을 땅속 자산을 탐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 UtilityScan 시리즈는 매설물 산업에 특화해 디자인한 단독 GPR 시스템임. GSSI는 LineTrac  

이 UtilityScan 시스템을 완성시켰다고 여김. 정확하고 사용이 편리한 LineTrac은 완전한 3축 50/60Hz의 자력계와 

E-field 센서를가지고 있음.

Features
LineTrac은 대상 매설물을 쉽게 탐지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

· UtilityScan 시스템과 쉽게 조합 가능
· Passive 및 active 탐지 기능
· GPR결과물과 완전한 데이터 융합
· 목표물 탐색 도움 기능
· 기존 Rdtransmitters와 같이 사용
· 사용자가 선택하는 FrequencyMode나
    Power Mode 옵션
· 견고하며, IP65 등급

CompatibleSystems
· UtilityScan Pro
· UtilityScan DF
· UtilityScan HS

큰 상업용 빌딩으로 이어진 두 개의 전선이 나타
나고 있음. Data측정 도구: UtilityScan HS

LineTracData

Power Mode

350HS안테나에 장착한 모습

50/60Hz

1, 8, 16, 33 KHz

20Hz to 50 KHz

IP-65

FCC, RSS, RoHS, CE

-20°C to 40°C(14°F to 122°F)

2년

특징

Power Mode 주파수

Frequency Mode 설정값

사용자 지정 주파수

방수방진등급

준수 규격

동작 온도

품질 보증

나무 뿌리들 사이에 뭍혀있는 전기 전도체가 나
타나 있음. 십자선의 위치는 전도체를 나타냄.
Data측정 도구:UtilityScan HS

Frequency Mode

AntennaCompatibility
Models:300/800DFand 350HS 

Survey Cart Compatibility 
Models:625,653,654,655



Feature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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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 Hoag, GPRS Charlotte

“Seeing all the different ways  
to use GSSI GPR has been beneficial  

to what services we can offer our customers.”

Antennas

With over 45 years experience, GSSI continues to design and manufacture the 
world’s best Ground Penetrating Radar (GPR) antennas. GSSI antennas feature the 
highest signal-to-noise ratio of any antenna available in the industry,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data with clear and accurate results. GSSI has developed a series 
of antennas to meet the needs of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Center 
Frequency

Depth of 
Penetration

Typical  
Applications

2600 MHz* 0-12 in (0.4 m) Concrete Evaluation

2000 MHz Palm 0-12 in (0.4 m) Concrete Evaluation

1600 MHz* 0-18 in (0.5 m) Concrete Evaluation

900 MHz 0-3 ft (0-1 m) Concrete Evaluation, Void Detection

400 MHz* 0-12 ft (0-4 m) Utility, Engineering, Environmental,  
Void Detection

300 / 800 
Dual Frequency 0-21 ft (0-7 m) Utility, Engineering, Environmental,  

Void Detection, Geotechnical

270 MHz* 0-18 ft (0-6 m) Utility, Engineering, Geotechnical

200 MHz 0-30 ft (0-9 m) Geotechn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International

100 MHz 5-50 ft (2-15 m) Geotechnical, Engineering, Mining

15-80 MHz 0-150 ft (0-50 m) Geotechnical

Air-Launched

2.0 GHz* 0-2.5 ft (0-.75 m) Pavement Thickness and  
Road Condition Assessment

1.0 GHz* 0-3 ft (0-.9 m) Highway and Bridge Deck Evaluations
 

• Rugged, military-style connectors

• Long-life replaceable wear skids

• Coated, sealed electronics

• Rugged, high-density molded cables

• Operates from -20°C to 50°C

The World Leader in 
Ground Penetrating Radar

* Smart antenna functionality

The World Leader in
  Ground Penetrating Radar

Antennas

40 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GSSI 는 세계 최고의 지반 투과 레이더 (GPR)

안테나를 디지인하고 제조하고 있음. GSSI 안테나는 업계의 어떤 안테나보다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추고, 명확하고 정확한 결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함.

GSSI 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안테나를 개발 함.

· 견고한 군용 스타일 커넥터

· 긴수명의 교체가능한 보호판

· 코팅,밀봉된 전자 장치

· 견고하고 고밀도 몰딩된 케이블

· -20°C to 50°C의 동작 온도

특징

중심
주파수

2600 MHz* 0-12 in (0.4 m) 콘크리트 평가

2000 MHz Palm 0-12 in (0.4 m) 콘크리트 평가

1600 MHz* 0-18 in (0.5 m) 콘크리트 평가

900 MHz 0-3 ft (0-1 m) 콘크리트 평가, 공극 탐사

400 MHz* 0-12 ft (0-4 m)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환경

  공극 탐사

270 MHz*          0-18 ft (0-6 m)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환경

200 MHz            0-30 ft (0-9 m)     지반, 엔지니어링, 환경

International
100 MHz 5-50 ft (2-15 m) 지반, 엔지니어링, 채굴

15-80 MHz         0-150 ft (0-50 m)   지반

Air-Launched
2.0 GHz* 0-2.5 ft (0-75 m) 포장두께
  도로상태평가

1.0 GHz* 0-3 ft (0-.9 m) 고속도로 및 교량 바닥판 평가

*스마트 안테나 기능

투과 심도 주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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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Penetrating Radar

2600 MHz - 높은 해상도 콘크리트 검사
2600 MHz 안테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위치 ,포스트텐션 케이블과 

도관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고분해능 안테나.

2000 MHz - 소형,통합 콘크리트 안테나
팜 안테나는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건물 모서리, 벽과 장애물이 있는 

좁은 구역에 접근 가능.

팜 안테나는 주로SIR® 3000 과 SIR® 20 컨트롤 유닛과 함께 사용.

1600 MHz - 일반적 목적의 콘크리트 안테나
1600 MHz안테나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다목적 안테나로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철근, 포스트 텐션 케이블과 도관 탐사가 가능.

또한 교량 바닥판 상태 평가와 콘크리트 두께 조사에 자주 사용됨.

900 MHz - 콘크리트 평가/ 공극 탐사
900 MHz 안테나는 공극 탐사,콘크리트 두께 측정,지면 근처의 파이프 

위치와 같은 얕은 심도 조사에 사용되며, 1m(3ft)의 투과 심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철근의 위치 탐사에도 사용 가능.

중심 주파수 2600 MHz

조사 심도 0-12 inches (0.4 m)

안테나 무게 4 lbs (1.8 kg)

크기 1.5x4x6.5 in (3.8x10.16.5 cm)

모델 52600S

중심 주파수 1600 MHz

조사 심도 0-18 inches (0.5 m)

안테나 무게 4 lbs (1.8 kg)

크기 1.5x4x6.5 in (3.8x10.16.5 cm)

모델 51600S

중심 주파수 900 MHz

조사 심도 0-3 ft (0-1 m)

안테나 무게 5 lbs (2.3 kg)

크기 13x7x3 in (33x18x8 cm)

모델 3101D (U.S./Canada), 3101A (International)

팜 안테나는 특화된 조사 
휠, 교체 가능한 보호판, 
높이를 더 낮추기 위해 탈착
가능한 핸들로 구성됨. 
총 무게는 약0.5kg입니다.

중심 주파수 2000 MHz

조사 심도 0-12 inches (0.4 m)

안테나 무게 4 lbs (1.8 kg) with 22.75 ft (7 m) cable

크기 4.1x3.6x6 in (104.5x91.5x154.7 mm)

모델 62000 - 003 (3 m cable)
 62000 - 007 (7 m cable)



300 / 800 MHz - 듀얼 주파수 안테나
300/800 MHz 듀얼 주파수 안테나는 GSSI의 첫 디지털 안테나

두 주파수의 조합은 최대 5m(16ft)의 조사심도를 갖으며,

지하 매설물, 고고학 탐사, 환경조사에 특화되어있음.

400 MHz - 매설물 검색 및 매핑
400 MHz안테나는 관망과 같은 하부매설물 탐사에 적합함.

200 MHz - 지반 및 환경 탐사
200 MHz 안테나는 최대 9m 심도까지 투과할수 있어서 

고고학 탐사와 같은 지반 및 환경 탐사에 적합함.

270 MHz - 매설물 매핑과 탐사
270 MHz 안테나는 400MHz 안테나와 같이 관망과 같은 하부매설물 

탐사에 적합하지만 더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음.

중심 주파수 300 와 800 MHz

조사 심도 4 m / 12 ft

최대 조사 심도 7 m / 21 ft

안테나 무게 12 lbs (5 kg)

크기 13.2x12.2x5.9 in (33.5x31x15 cm)

모델 D50300/800

중심 주파수 400 MHz

조사 심도 0-12 ft (0-4 m)

안테나 무게 11 lbs (5 kg)

크기 12x12x6.5 in (30x30x17 cm)

모델 50400S

중심 주파수 270 MHz

조사 심도 0-18 ft (0-6 m)

안테나 무게 18.5 lbs (8.6 kg)

케이블 무게 2.1 lbs (.95 kg)

크기 18x18x6.5 in (45x45x17 cm)

모델 50270S

중심 주파수 200 MHz

조사 심도 0-30 ft (0-9 m)

안테나 무게 45 lbs (20.5 kg)

크기 24x24x12 in (60x60x30 cm)

모델 5106 (U.S./Canada), 5106A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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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Hz - 고심도 탐사
100 MHz 안테나는 고심도 탐사에 사용됨. 왼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송수신기와 같은 전자장치들을 조합함.

100 MHz 안테나 조합은 용도에 맞게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15-80 MHz - 복식 저주파 안테나
복식 저주파 안테나(multiple low-frequency antenna:MLF)는 아주 깊은 

심도를 탐지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안테나의 길이를 변경하면 전송 

주파수가 바뀌는 가변형 모델.

1.0 GHz 및 2.0 GHz - 도로평가를 위한 Horn 안테나
2 GHz 및 1 GHz 비접촉식 (horn) 안테나는 SIR® 30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주행 속도로 포장 두께 및 도로 상태 평가를 할 수 있음.

중심 주파수 100 MHz 100 MHz

조사 심도 5-50 ft (2-15 m) 3-100 ft (1-30 m)

안테나 무게 28 lbs (13 kg) 60 lbs (26 kg)

크기 10x38x22 in (25x96x56 cm) 10x38x22 in (25x96x56 cm) each

모델 3207AP 3207F

중심 주파수 2.0 GHz 1.0 GHz

조사 심도 0-2.5 ft (0-.75 m)                0-3 ft (0-.9 m)

안테나 무게 16 lbs (7.3 kg)                  16 lbs (7.3 kg)

크기 8.25x21.9x19.5 in (21x55.6x49.5 cm)   8.25x21.9x19.5 in (21x55.6x49.5 cm)

모델 Model 42000S                 Model 41000S

이 안테나는 단기 측정 및 
장기측정 모두 가능합니다.

중심 주파수 15-80 MHz

조사 심도 0-150 ft (0-50 m)

안테나 무게 33-50 lbs (15-23 kg)

크기 47-136 in. length (120-600 cm) adjustable

모델 3200 MLF

Monostatic

2.0 GHz*

Bistatic

1.0 GHz*

* Hardware/Software Noise Rejection Filter
  Protected by U.S. Patents 8,115,667, 8,102,298 and 7,982,657



State-of-the-Art
  GPR System for
    Utility Locating

UtilityScan® HS

● UtilityScan HS는GSSI사의 산업용 매설물 탐지에 특화된 최신GPR 장비
● 자사에서 개발한 HyperStacking™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350 HS안테나를 사용
●  HS 기술은 기존의 RTS기술에비하여 조사심도와 데이터 해상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350HS는 12 m(40 feet) 깊이까지 조사할 수 있어 전기배관이나 상하수도관, 가스관 같은 

지하관망 조사 및 지도 작성에 적합

1 터치 스크린 컨트롤 유닛 

2 내장된 350 MHz HyperStacking 안테나

3 변경가능한 보호 케이스

4 인체공학적 핸들과 조정가능한 거치대

5 튼튼하고 탈착가능한 바퀴

6 내장된 인코더

목표물 설정

· 실시간 데이터 획득

·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4타겟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통합 시스템

· 자체개발한 HyperStacking 기술

·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아이콘과
   문자기반 인터페이스

· GPS 내장

뛰어난 데이터 품질

· 고 해상도 데이터  

· RF 노이즈 제거

· 기존 GPR 안테나들 보다 더욱 개선된 조사심도

훌륭한 이동성

·  두개의 카트로 자신의 시스템 설정 가능  

· 이동과 조립이 간편한 카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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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of-the-Art
  GPR System for
    Utility Locating

UtilityScan HS는 우리의 혁신적 기술인 HyperStacking 기술이 특징임. HyperStacking

을 통해 사용자는 기존 GPR 안테나에 비해 더 깊은 심도를 조사 할 수 있고 RF 노이즈를 

제거할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음. 또한

UtilityScanHS는 stacking, 신호 기저점 추적, 잡음 제거 같은 개선된 신호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음.

UtilityScan HS장점

HyperStacking™기술개요
●   HyperStacking (HS)은 GSSI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real-time sampling (RTS) 기술

● GPR 시스템의 최대 방사량과 최대 속도로

 조사할때 신호 수집량을 크게 개선

● 수많은 스캔값을 평균내는 방법을 이용

 하여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음

다양한 심도에 존재하는 철 및 비철 매설물들 확인

이 데이터는 큰 상업 건물의 두 전력선을 나타냄

푸른 선으로 나타난 것이 레이더에 검출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력선(50/60Hz)임

UtilityScan HS에 LineTrac 시스템을 장착하여 취득한 데이터

PanasonicToughpad FZ-G1

350HS안테나(350MHz)

인코더바퀴를포함한조사카트선택

2.1m 디지털 안테나 컨트롤 케이블

2 개의 배터리

GSSI 2단 배터리 충전기

컨트롤유닛이송케이스

Sunshade

빠른 시작 안내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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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Locating and
Mapping Systems

UtilityScan® Series

UtilityScan DF

UtilityScan DF is GSSI’s premium GPR unit for utility locating. It incorporates 
our innovative digital dual-frequency antenna (300 and 800 MHz) and an  
easy-to-use touchscreen inter face to view shal low and deep targets  
simultaneously in a single scan. With a battery operation life of up to  
eight hours and a survey speed up to 6.25 mph (10 km/h), data collection  
is fast and efficient.

Typical Uses for UtilityScan DF Include:
• Utility detection – metallic and non-metallic
• Environmental assessment
• Damage prevention
• Geological investigation
• Archaeology
• Forensics

Antenna Dual frequency 300 and 800 MHz

Control Unit Customized Panasonic Toughpad® FZ-G1 control unit

Cart Compact Survey Cart Lightweight Survey Cart

• 4-wheel compact survey cart
• Internal, integrated survey wheel 

encoder
• Removable, 12-inch wheels
• Compact, weather resistant design
• Antenna centerline to front of cart: 

15 in (38.2 cm)
• Dimensions: 24.3 x 39.4 x 40.3 in 

(61.7 x 100 x 102.4 cm)
• Model 655
Total System Weight: 66 lbs (29 kg)

• 2-wheel standard survey cart
• Internal, integrated survey wheel 

encoder
• Removable, 24-inch wheels
• Lightweight and foldable design
• Antenna centerline to front of cart:  

11 in (28 cm)
• Dimensions: 53.6 x 51.8 x 24.9 in 

(136.1 x 131.6 x 63.2 cm)
• Model 625
• Total System Weight: 51 lbs (23.1 kg)

Depth of Penetration 0-16 ft / 0-5 m

 

Lightweight Survey Cart

Compact Survey Cart

Greg Shipley, WG Shipley ARLR

“I’ve had a GSSI GPR system for 
several years now, I’ve always been impressed  

with the quality and ruggedness of the system.” 

Utility Locating and
  Mapping Systems

UtilityScan® Series

UtilityScan® DF는 매설물 탐지에 사용되는 GSSI사의 프리미엄 

GPR장비. 자사에서 개발한 다중 주파수 안테나(300, 800 MHz)에 

적합하도록 개발 되었으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한번의 스캔으로 

얕은 심도와 깊은 심도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음. 배터리는 최장 

8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km/h의 속도로 조사 가능. 

UtilityScan DF의 주요 용도:

· 매설물 탐지-금속 및 비금속

· 환경 평가

· 손상 예방

· 지질 조사

· 고고학 탐사

· 법의학

Compact Survey Cart

Lightweight Survey Cart

UtilityScan® DF

다중 주파수 300,  800 MHz

Customized Panasonic Toughpad® FZ-G1 control unit

˙4-바퀴 소형 조사 장비 

˙내장 인코더

˙탈착가능한 12-inch 바퀴

˙소형이며 날씨 제약이 없는 디자인

˙안테나 중심선과 장비의 거리:
  15 in (38.2 cm)

˙크기: 24.3 x 39.4 x 40.3 in
  (61.7 x 100 x 102.4 cm)

˙Model 655

˙총 중량: 66 lbs (29 kg)

˙2-바퀴 일반 조사 장비

˙내장 인코더

˙탈착가능한 24-inch 바퀴

˙가볍고 접이식 디자인

˙안테나 중심선과 장비의 거리:
  11 in (28 cm)

˙크기: 53.6 x 51.8 x 24.9 in
  (136.1 x 131.6 x 63.2 cm)

˙Model 625

˙총 중량: 51 lbs (23.1 kg)

0-16 ft / 0-5 m

안테나

제어장비

이송장비

투과 심도

Compact Survey Cart Lightweight Survey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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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Locating and
  Mapping Systems

UtilityScan® Series

UtilityScan® 은 지하매설물 탐지의 산업표준 GPR 솔루션. 
UtilityScan을 이용하여 지하매설물을 빠르게 판별하고 그 위치를 특정
할 수 있음.
The UtilityScan은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가능한 유연성
을 갖고 있음. 적절한 안테나와 이송장비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검사에도 적용가능.

UtilityScan®LT 는 일반 산업용 UtilityScan의 저가형 GPR.
The UtilityScan LT는 실시간으로 쉽게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
UtilityScan LT는 UtilityScan 제품군의 엄격한 제작공정을 거치고 뛰어난 
데이터 품질을 보증. 이는 매설물 탐지 시스템 입문자에게 최적의 제품.

UtilityScan DF의 주요 용도:

· 매설물 탐지-금속 및 비금속

· 환경 평가

· 손상 예방

· 지질 조사

· 잔디 조사

· 고고학 탐사

· 법의학 

Rugged Survey Cart

Compact Survey Cart

Compact Survey Cart

Compact Survey Cart

UtilityScan® 

UtilityScan® LT

400 or 270 MHz

SIR® 3000

˙날씨제약이 없는 디자인

˙다양한 안테나 옵션
  (2600 MHz to 270 MHz)

˙탈착가능, 16-in 바퀴

˙마커 홀더 탑재

˙크기:
  30.1 x 47.9 x 41.8 in
  (76.4 x 121.6 x 106.1 cm)

˙안테나 중심선과 장비의 
   거리: 19 in(48.3 cm)

˙중량: 58 lbs (26.3 kg)

˙Model 643

˙소형이며 날씨 제약이
  없는 디자인

˙다양한 안테나 옵션
  (2600 MHz to 400 MHz)

˙탈착가능, 12-in 바퀴

˙크기:
  24.3 x 39.4 x 40.3 in
  (61.7 x 100 x 102.4 cm)

˙안테나 중심선과 장비의 
   거리: 15 in(38.2 cm)

˙중량: 48 lbs (21.7 kg)

˙Model 653

˙가볍고 접이식 디자인

˙다양한 안테나 옵션
  (2600 MHz to 400 MHz)

˙20-in 앞바퀴와  
  24-in 뒷바퀴

˙크기:
  24.9 x 53.3 x 45.8 in
  (63.2 x 135.2 x 116.3 cm)

˙안테나 중심선과 장비의 
  거리: 31.6 in(80.2 cm)

˙중량: 39 lbs (17.7 kg)

˙Model 623

400 MHz: 0-12 ft / 0-4 m
270 MHz: 0-18 ft / 0-6 m

400 MHz

Radar control unit

Standard survey cart with encoder wheel (Model 623)

0-12 ft / 0-4 m

안테나

제어장비

이송장비

투과 심도

안테나

제어장비
이송장비
투과심도

Rugged Survey Cart Compact Survey Cart   Standard Survey Cart



SIR 3000-based Systems SIR 4000-based Systems
Standard Survey Cart

Model 623 

Antenna Options: 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Note: For the 1.0, 1.6 and 2.6 GHz antenna, you 
will need a survey wheel adaptor cable, GSSI part 
number FG62X/5100B CBL.

Model 624 

Antenna Options: 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Note: For the 1.0, 1.6 and 2.6 GHz antenna, you 
will need a survey wheel adaptor cable, GSSI part 
number FG62X/5100B CBL.

Compact Cart

Model 653 

Antenna Options: 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Note: For the 1.0, 1.6 and 2.6 GHz antenna, you 
will need a survey wheel adaptor cable, GSSI part 
number FG62X/5100B CBL.

Model 654 

Antenna Options: 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Note: For the 1.0, 1.6 and 2.6 GHz antenna, you 
will need a survey wheel adaptor cable, GSSI part 
number FG62X/5100B CBL.

Rugged Cart

Model 643 

Antennas: 400 MHz, 900 MHz, 1.6 GHz, 2.6 GHz

Model 644 

Antennas: 400 MHz, 900 MHz, 1.6 GHz, 2.6 GHz

Geophysical Survey Systems, Inc.

Cart Options for  
GSSI Systems

Cart Options for
  GSSI Systems

Geophysical Survey Systems, Inc.

Standard Survey Cart

Compact Cart

Rugged Cart

SIR 3000-베이스 시스템 SIR 4000-베이스 시스템

Model 623

Model 653

Model 643

Model 623

Model 654

Model 644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6 GHz, 
2.6 GHz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6 GHz, 
2.6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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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Options for
  GSSI Systems

UtilityScan®  DF Carts

Survey Wheel

Model 625

Model 620

Model 611

Accessories

Model 655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Features:
Survey wheel encoder assembly with 
16” wheel
Antenna: 5106, 50270S, 50400S and
Dual-Frequency 300 and 800 MHz

Antenna: 3101A

FGMOD10: Location marker switch for 
use with
5106, 50270S, 50400S antennas
FGMOD12: Antenna handle (black) with 
marker,
for use with 50270S, 50400S antennas
FGMOD13: Antenna handle (yellow/black) 
with
marker, for use with 3101A and 51600S 
antennas.
Tow handle plug not included
FGSW-EC15: Survey wheel extension 
cable, 15m
FGSW-EC30: Survey wheel extension 
cable, 30m

안테나 옵션:400 MHz, 900 MHz, 1.0 GHz,
1.6 GHz, 2.6 GHz

Cart Options for GSSI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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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halt
Assessment Tool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paving process, such as poor uniformity and significant 
variations in density, can result in premature failures. These failures include road raveling, 
cracking and deterioration along joints. The PaveScan RDM system provides accurate real-
time measurements to ensure the life and quality of the pavement.

PaveScan offers an easy and affordable assessment tool to nondestructively determine asphalt 
dielectric during application. 

Determine Pavement Non-Conformity

• PaveScan offers real-time data for on-site results  
by correlating the dielectric measurements with  
the density of the new pavement 

Innovative Technology

• Receive critical data for QA/QC of new pavements

• No site hazards or need to close off work areas as  
with nuclear density gauges/radioactive alternatives

• Seamlessly integrates with GPS 

Flexible, Modular Design

• Easy and efficient operation and data collection

• Available as a small, portable single sensor  
cart-based system or a three-sensor configuration  
via extended cart or vehicle configuration

PaveScan® RDM

System 
Components

Cart

One or three sensors

Customized Panasonic ToughBook

Concentrator Box

System Accessories

Asphalt
  Assessment Tool

PaveScan® RDM

포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일, 심한 밀도차이 같은 문제들은 조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손상은 도로 들뜸, 균열, 접촉부를 따라 나타나는 열화를 포함함.

PaveScan RDM 시스템은 포장의 수명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PaveScan은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아스팔트의 유전율을 측정하는 쉽고 합리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함.

Determine Pavement Non-Conformity

· PaveScan은 새로운 포장의 밀도와 유전율 측정을 
   이용하여 실시간 현장 결과를 제공함.

InnovativeTechnology

· 새로운 포장면에 대한 QA / QC를 위한 주요 데이터 수집

·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핵밀도 측정 처럼 지역

   폐쇄나 작업 지역 통제가 필요하지 않음

· GPS와 원활한 통합서비스 가능

Flexible,Modular Design

· 쉽고 효과적인 운용 및 데이터 획득
· 단일센서를 사용하는 작은 카트형 형태부터 3개의  
   센서를 이용하는 확장 거치대 카트형 및 차량형 형태
   까지 적용가능

www.geophysical.com

Asphalt
Assessment Tool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paving process, such as poor uniformity and significant 
variations in density, can result in premature failures. These failures include road raveling, 
cracking and deterioration along joints. The PaveScan RDM system provides accurate real-
time measurements to ensure the life and quality of the pavement.

PaveScan offers an easy and affordable assessment tool to nondestructively determine asphalt 
dielectric during application. 

Determine Pavement Non-Conformity

• PaveScan offers real-time data for on-site results  
by correlating the dielectric measurements with  
the density of the new pavement 

Innovative Technology

• Receive critical data for QA/QC of new pavements

• No site hazards or need to close off work areas as  
with nuclear density gauges/radioactive alternatives

• Seamlessly integrates with GPS 

Flexible, Modular Design

• Easy and efficient operation and data collection

• Available as a small, portable single sensor  
cart-based system or a three-sensor configuration  
via extended cart or vehicle configuration

PaveScan® RDM

System 
Components

Cart

One or three sensors

Customized Panasonic ToughBook

Concentrator Box

System Accessories

시스템
구성품

카트

1~3개의센서

커스텀된 Panasonic ToughBook

Concentrator Box

시스템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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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halt
  Assessment Tool PaveScan Solution

SHRP2R06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음.“실제 밀
도는 HMA(hot-mix asphalt)의 포장 내구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혼합물의 비균일한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현상인 재료분리는 종종 저밀도 영역이 된다. 재료분리
가 계속되면 포장 운용 기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주요 
건축 관련 문제로 발전 될 수 있다.”GSSI는 비핵적인 방법
을 사용하고 전지역을 포괄하는 실시간데이터를제공할수있는
PaveScan을개발함.
PaveScan은 새로운 포장의 비균질한 영역을 판별하는 획기
적인 새 기술임. 유전 상수를 이용하거나 공극률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Real-time Survey : DielectricDisplay

PaveScan은 새로운 포장에 대한 유전율을 자동으로 계산함.

유전상수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측정됨. 이는 이상한 부분과 특이점을 판별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새로운 포장 적합성 검증 및 코어위치 선별에 사용할 수 있음.

Gathered Results : Percent Void Display

PaveScan은 전 범위 조사방법으로 공극률과 밀도의 상관관계에서 아스팔트의 

결함도를 결정함. 공극률을 도시하기 위하여 유전율 계산을 위한 코어의 위치를 

결정하고, 코어 분석 결과로부터 조사영역의 공극률을 재계산 하게 됨.

PaveScan 시스템에 결과를 표현하거나 csv 파일로 출력할 수 있음.



PaveScan Data

Data Example:Single Sensor System

Data Example:ThreeSensor System

PaveScan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기반임. 특화된 UI는 직관적 
메뉴, 유용한 시스템 상태표시줄, 혁신적인 실시간 데이터 출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색상 지도 (위)는 유전율 측정값의 이상유무를 나타냄.
이는 사용자에게 특이지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줌.

선형그래프(아래)는 센서가 측정한 유전율 값을 나타냄.
3개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각 센서별로 그래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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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eScan RDM Specifications

*5개 측정의 평균값 사용

타블렛 컴퓨터
시스템 Panasonic Toughpad® FZ-G1

내장 데이터 메모리 128 GB SSD

디스플레이 Enhanced 10.1”WUXGA 1920x1200 with LED backlighting

프로세서 Intel® Core i5 4310-UvPro

포트 USB3.0, 이더넷, 시리얼

배터리 Li-Ion battery pack (10.8V)

동작 온도 -28°C to 60°C(-18°F to 140°F)

방수방진 등급 IP-64

Drop Spec MIL-STD-810G

시스템 사양 

데이터 포맷 .CSV

최대 출력 해상도 .4 inch (1 cm)

동작 모드 조사휠 거리 기반 데이터 측정

데이터 수집 속도 up to 3 mph (4.8 km/h)

전원 2 x 10.8V8.2AH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드: 측정, 재생 LineGraph
 DataContourMap

상태 표시 배터리 상태 표시, 하드 디스크 용량

측정
사양
반복성 (유전율)* +/- 0.12

정확성 (유전율)* +/- 0.12

최소/최대 유전율 2 ~ 16

규격
크기 단일 센서 카트 시스템 - 62 x 25 x 44 in (157 x 63 x 111 cm)

 3센서카트시스템- 62 x 73 x 44 in (157 x 185 x 111 cm)
 센서 - 6.2 x 6.2 x 2.7 in (16 x 16 x 7 cm)

중량 단일 센서 카트 시스템 71 lbs. (32.2 kg)
 3센서카트시스템81 lbs. (36.7kg)

 센서 2.5 lbs( 1.1 kg)

방수방진등급 IP-64

동작 온도 -28°C to 60°C(-18°F to 140°F)

저장소 온도 -55°C to 85°C(-67°F to 185°F)



Rugged, High-Performance
  Multi-Channel GPR Data
    Acquisition System

SIR® 30

SIR 30은 차세대 고성능 다채널 레이더 컨트롤 유닛. 

최대 8개 채널 데이터를 동시에 측정가능한 성능.

SIR 30 은 더욱 개선된 필터를 제공하며, 또한 마이그레이션, 표면 위치 설정, 

신호 끝단 인식, 잡음제거와 같은 시각적 처리를 실시간으로 제공. 

고속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써, 포장두께 측정, 공동 탐지, 공항도로 점검, 

노상 측정, 매설물 탐지 등에 특화되어 있음. 

· 도로 구조 조사

· 매설물 탐지

· 교량 바닥판 조사

· 철로 하부 조사

주요 용도

유연한 디자인

· 2, 4, 8개의 채널 사용 가능

· 컨트롤 유닛을 하나의 노트북으로 제어 가능

·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통합 시스템

· 일반 차량탑재 장비와 같이 AC, DC 구동 지원

· GPS 로깅 기능 내장

· 다중 설치 구성

결과물 전송

·  고속 GPR 데이터 취득 - 4 채널 5,792  
   scans/second 이상 

· USB 및 이더넷 포트

· 최대500 GB 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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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gged, High-Performance
  Multi-Channel GPR Data
    Acquisition System

SIR® 30 세부 사항

크기 : 17.7x13x5.1 in (45x33x13cm)
중량 : 2 채널 시스템-18.5 lbs (8.4 kg)
4 채널 시스템-21 lbs lbs (9.4 kg) 
상대습도 : <95% 비응축
저장장치 온도 : -40°C to 60°C

시스템
안테나 대부분의 GSSI 안테나에 적합

채널수 1~4개의 채널 데이터 동시 저장 가능; 4채널 *2 = 최대 8 채널 시스템 구성 

저장장치 내장 메모리: 4 채널 500 GB 내장 SSD
 2 채널 250 GB 내장 SSD
 내장GPS 데이터 로거

디스플레이 Linescan 및 O-scope.
 Linescan 에서는 256 색으로 신호의 진폭과 극성이 표현됨 

작동 방법 외장 노트북과 모니터 및 기타 장비로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

데이터 획득 

데이터 포맷 RADAN (.dzt)

스캔 속도 예시 출력 데이터 해상도 : 32-bit

스캔 간격 사용자 설정

스캔당 샘플 수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동작 방식 Continuous (time), Survey Wheel (distance triggered) or
 Point Mode (with static stacking up to 100,000 scans)

Time Range 0-25,000 nanoseconds full scale, 사용자 지정
 Gain:-42 to +126 dB.
 1~8개의 gain 곡선 절점 사용자 지정 가능

Standard Real-Time Filters Infinite Impulse Response (IIR) - Low and High Pass, vertical and horizontal
 Finite Impulse Response (FIR) - Low and High Pass, vertical and horizontal

Advanced Real-Time Filters Migration, Surface Position Tracking, Signal Noise Floor Tracking, Adaptive Background Removal

외장 마커 3가지 방법 지원: Antenna, Back panel, Accessory connector 

자동 시스템 설정 조사 조건 및 안테나 배치에 따라 무제한 시스템 설정 

자동 안테나 인식 안테나를 자동인식하여 최대전송 속도로 설정

언어
 영어

작동 환경
동작 온도 -10°C to 50°C external (14°F to 122°F)

배터리 260W max (120W typical) at 95-250VAC 50/60Hz or +10VDC to +28VDC

전송 속도 최대 800 KHz (International), US/Canada, CE는 안테나 모델에 따라 상이

입출력
포트 Antenna inputs (2 or 4), Survey wheel, Marker, DC power input, Serial RS232 (GPS port),
 Sync connector, Accessory connector, HDMI video, Ethernet (2), USB (3)

1-4 채널 @ 100 KHz PRF
샘플수 최대 속도(scans/Sec)
256 326
512 178
1024 93
2048 48
4096 24
8192 12
16,384 8

1-4 채널 @ 800 KHz PRF
샘플수 최대 속도(scans/Sec)
256 1449
512 990
1024 606
2048 341
4096 182
8192 94
16,38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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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Advanced GPR 
Data Processing Software

RADAN®

RADAN is GSSI’s state-of-the-art post-processing software. With its modular 
design, RADAN allows users to select the processing functions that best suit their 
professional needs. RADAN is also Windows® based, providing a familiar and easy-
to-use environment for all levels of experience.

The RADAN software features bold and intuitive menu screens and clear data views 
for easier interpretation and enhanced post-processing capabilities.

Built for All Levels
• Familiar Windows-based interface
• Optional application-specific modules
• On-screen help features

Manage Data
• Identify, clarify and interpret data
• Enhanced 3D capabilities
• Uncompromised data quality

Deliver Results
• Automatic GPS integration 
• Generic ASCII files for simple data export

Advanced Features
• Automated processing functions for quick data interpretation
• Ideal for single or multi-channel data processing
• Easy GPS and Goggle Earth™ integration

2D and 3D data displayed in RADAN showing a roman stone foundation.

Chet Walker, Archaeo-Geophysical Associates, LLC

“The most valuable part of GSSI is their customer support. 
They can always be counted on to help get your project completed.”

The Most Advanced GPR
  Data Processing Software

RADAN® 

RADAN® 은 GSSI사의 최첨단 후처리 소프트웨어. 

모듈형으로 디자인되어, 사용자들은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

또한, RADAN 은  Windows® 기반으로 제작되어 쉽고 편안한 사용환경을 제공.

RADAN software는 더 손쉽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직관적이고 가독성 좋은 메뉴화면과 

깔끔한 데이터 뷰어를 제공.

데이터 관리

· 개별화, 명확화, 데이터 해석

· 향상된 3D 능력

· 타협하지 않는 데이터 품질

결과물 전송

· 자동으로 GPS 포함

· 간단한 데이터는 일반ASCII 파일로 출력

고급 기능들

· 빠른 데이터 해석을 위한 자동화된 처리 기능들

· 단채널 및 다채널 데이터 처리에 특화

· 쉬운 GPS, Google Earth™적용

RADAN 의 2D , 3D 데이터표현 (roman ston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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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Advanced GPR
  Data Processing Software 3D 모듈을 이용한 차세대 3D 맵핑

StructureScan™모듈을 이용한 타깃 해석

3D 모듈은 한 화면에서 더욱 향상된 3D 기능을 제공. 
사용자들은 원하는 형태로 파일을 늘리고 줄이고 당길 수 있음. 
또한 다양한 x, y, z 평면에 절단면이나 입방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여 확인 가능. 
이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더 쉽게 도와줍니다. 이 모듈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click-drag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장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거나 회전
시키는 등 매우 사용하기 편리한 데이터 뷰어를 제공.

StructureScan™모듈은 GSSI
StructureScan 시스템의 핵심. 
이 강력한 도구는 StructureScan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쉽게 평면도를
만들어줌.

이 모듈은 다른 형태의 보강을 받은
구조물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도시 건축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 단순 콘크리트 건축물의 철근 위치 및 
   깊이를 반자동 검출

· 콘크리트 건축물 내부 도관의 위치 확인

3D module은 또한 2D, 3D 데이터를 
연동하여 동시에 여러 장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GPR 데이터를 
분석하여 형상(파이프, 드럼, 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익숙한CAD
포멧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
이러한 모든 3D 기능들은 사용자에게
비교불가한 데이터 해석 및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제공.  



RoadScan™모듈을 이용한 포장층 분석

BridgeScan™모듈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손상 파악

RADAN의 RoadScan™모듈은 horn (비접촉식) 안테나를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 모듈은 강판 반사 신호 크기와 포장층 조사신호를 비교하는 신호보정 기술을 사용.
신호보정 기술은 포장데이터의 반사도와 포장층을 투과하고 반사되어 돌아온 GPR 신호의 계산된 
전도 속도를 이용하여 특정층의 반사값을 계산함. 

이는 포장층의 두께, 기층의 두께 
및 다른 포장체의 구조 속성 값을
실제 값(코어링) 데이터 없이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
이 모듈에는 자동/보정 포장 해석,
자동/보정 포장 두께(사용자가 
필요하면 코어데이터 사용가능),
도로 상태평가를 위한 결과물 
신호와 위치 정보ASCII 파일 
출력이 포함됨.

The BridgeScan™ 모듈로 가능한 사항:

· 철근층 특정

· 새로운 교량 바닥판 구조에서 철근층 위쪽의 콘크리트 층 계산

· 손상도 제작

이 모듈에는 GSSI의 후처리에
특화된 특허받은 데이터 분석
방법과 교량바닥판 데이터 
분석 방법이 통합되어 있음.

이 소프트웨어 모듈은 두 개의
층으로 직교 보강이 되어있는
큰 교량 바닥판 분석에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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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N for StructureScan Mini™
RADAN for StructureScan Mini™는 StructureScan Mini 시리즈의 후처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StructureScan Mini 와 StructureScan Mini HR로 측정한 2D 및 3D 데이터를 보여주고 처리하며, 
문서로 저장함.
또한, 편리한 분석과 향상된 후처리 기능을 뒷받침하는 가독성 좋고 직관적인 메뉴 화면과 선명한 
데이터 뷰어를 제공. 

데이터 분석 및 주석처리

· StructureScan Mini 와 StructureScan Mini HR 로 측정한 3D데이터의 분석 

· 3D 타겟 입력-타겟의 크기와 색 지정 가능

· 가상 3D 시추공

· 다양한 컬러 테이블과 변환 옵션

· Windows® 7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

시각화

· Background Removal filtering

· Data Migration (focusing)

· Gain (Contrast) Control

· 정확한 깊이를 산출하기 위해 Ground Truth를 사용

문서 작성

· Microsoft® Excel을 사용한 문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이미지 복사 및 저장 기능 

· 타겟을 유색의 원으로 표현하고 정보를 Excel 포멧으로 저장 

· 데이터 이미지를 jpg 파일로 저장

· 모든 Windows 지원 프린터기에서 출력

사용자가 지정한 가상 시추공 위치를 배근도

위에 입체적으로 표현.

Microsoft Windows® 7 (32 or 64 bit)

Intel® Core i5 (혹은 그 이상) 프로세서

3 GB (혹은 그 이상) 시스템 메모리

500+ GB HDD (최소 100 GB 공간이 남아 있어야함)

256+ MB 전용 그래픽 칩셋 (OpenGL drivers 포함)
(참고: NVidia 와 Intel 그래픽 칩셋만 지원함)

RADAN을 위한 
추천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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