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NGRAY 2.0
휴대용, 수위-유속 로거는 
개방형 수로 & 파이프에서 
면적-유속의 흐름을 측정

 비만관 파이프 및 개방형 수로
에서 수위 및 유속, 온도 측정

휴대용, 배터리 전원 
이 소형 측정기는 개방형 수로, 비만관 하수도 파
이프나 수로, 플럼이나 웨어가 없는 파이프에서 
수위, 유속 및 온도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알카라인 배터리로 장시간 동작합니다. 우수, 복
합폐수,  미처리 하수, 관개 용수 및 하천의 흐름
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유선형 초음파 센서

Stingray 2.0은 유체 역학,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수로의 유속과 수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며, 오염과 
부식에 강합니다.

휴대용 면적-유속 측정기

Stingray 2.0은 보정이 필요없이 개방형 수로 또는
파이프에서 수위 및 유속을 측정합니다.  센서는 
오리피스나  포트가 없는 완전 밀폐형 초음파 센
서이며, 파이프 내부 또는 수로 바닥에 설치 되며 

컨트롤러는 IP67 등급으로 초음파 센서가 설치된
근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초음파 
센서와 함께 공급됩니다.

• 유량 조사
• 유입 & 유
출량 연구

• CSO 모니터링

• 우수 측정

• 관개 용수

• 폐수

 

처리시
설 유량 조사

적 용  범 위

브라켓, 배터리, 소프트웨어 및 USB 케이
블이 있으므로 바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
습니다.

표준 알카라인 배터리로 동작되며 
최대 4년 동안 동작합니다.
4개의 D-cell 알카라인 배터리로 Stingray 2.0 
은 최대 4년동안 동작합니다. 저렴한 배
터리는 모든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Greylin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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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우 낮은 자체 방전율로 유량 연구 기간 동안 스팅레이2.0
에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전원을 공급합니다.

13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 저장

Stingray 2.0은 수위, 유속 및 수온을 포함하여 최대 130,000개의 데이

터 포인트를 저장합니다. 측정시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USB 데이터 다운로드

노트북 또는 PC를 Stingray2.0의 USB 출력에 연결하여 실시간 수위 및 
유속 값을 보고, 남은 배터리 용량을 확인 하며, 데이터 저장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로그 파일과 유량을 그래픽 및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최소, 최대 및 평균 유량

을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량 합계를 계산하며 측정 단위를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유량 기록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고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유량 계산

Logging 
Interval

Log 
Duration

Battery 
Life

10 sec 15 days 15 days
30 sec 45 days 45 days
1 min 3 months 3 months
2 min 6 months 6 months
5 min 1 year 1 year
10 min 2 years 2 years
15 min 3 years 3 years
30 min 4 years 4 years
60 min 4 years 4 years

‘Generate Flow Log’ 클릭   스팅레이2.0 파일 검색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

스팅레이2.0은 강력한 윈도우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가 데이터 저장 간격을 설정하고,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수위, 유속 및 수온 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량 계산 



넥커 수방과켓자수침
 ft  (  .15                  :블이케 장연 자촉탐

 
옵

보 동자 로으적속지:상보 도온

포 켓라브 치설 틸스 스레인테스 QZ-MB:치설 자촉탐

블이케 축동-3 ,폐차 ,켓자 PVC 식수침 )ft 25( m 6.7 :블이케 자촉탐

시폭에 ,틸스 스레인테스 316 :질재

)F° 175+ ~ F° 5+( C° 80+ ~ C° 15- :도온 작동

)

I N F O @ P U L S A R M E A S U R E M E N T . C O M

기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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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외함QZ02L-SS-01-PS 유속 / 수위 탐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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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

 전자 외함:   IP67 폴리카보네이트 
정확도:  수위:  측정 범위의 ±0.25%,   유속:  측정 범위의 ±2%  

디스플레이:   LCD: 수위, 유속,  유체 온도 ,  배터리와   메모리 용량

 동작 온도:  -20 °C to +60 °C (-4 °F to +140 °F)

기기 설정:  윈도우용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 저장 시간   설정, 사이트 이름, 단위 설정   

저장 시간: • 10 초: 15 일
• 30 초: 45 일

• 1 분: 3 개월

• 2 분: 6 개월

• 5 분: 1 년
• 10 분: 2 년

• 15 분: 3 년
• 30 분: 4 년

• 60 분: 4 년

데이터 저장 용량:  130,000 데이터 포인트

전원 입력:          4 알카라인 건전지

출력/통신:          USB

USB 케이블:          914.4 mm (36 in), 차폐

소프트웨어: 윈도우용 로거. 실시간 모니터링, 파일 다운로드 및 내보내기, 그래프 및 데이터 데이블 프레젠테이션
을 지원합니다. 수위와 유속을 유량으로 변환합니다.

 대략적인 배송 무게: 4.5 kg (10 lb)

탐촉자 규격
유속 측정 범위: 0.031m/s ~ 3.8m/s, 기포 또는 이물질을 포함한 유체에서  최소 크기100 미크론, 최소 농도 75 ppm 에서

음향 반사를 통해 유속 측정

수위 측정 범위: • 최소 수위: 25.4 mm (1 in)
• 최대 수위: 4.6 m (15 ft

함

상

션
 2 m 50 ) 식 PVC 터

  
탐촉자 설치 밴드:            1.8m의 파이프에 설치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 설치 밴드

            

저장,  

~ 152.4 mm 



하수, 하천 및 개수로의 유량 조사를 위한 휴대용 
수위-유속 측정기

쉬운 동작

센서는 교정이 필요 없이 파이프 또는 채널의 바닥에 간단히 설치됩
니다.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록 간격을 설정하고 
노트북 또는 PC에서 실시간 수위-유속 값을 가져옵니다. 내장형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는 수위-유속, 배터리 및 메모리 잔
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를 위한 내장형 디스플레이
사용자는 내장된 LCD 막대 그래프 표시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스팅레이2.0은 수위-유속 및 온도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배터리와 저장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전원을 60초 후에 자동으로 
끕니다.

동작 원리

센서는 물을 통해 이동하고 액체 표면에서 반사하는 초
음파 펄스를 전송합니다. 수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
팅레이2.0은 에코가 센서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속도는 유량에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초음파 신호로 측정

됩니다. 이 고주파음은 입자나 거품에 의해 센서에 반사

됩니다. 

수중 초음파 센서는 수위와 유속을 측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유체가 움직이면 에코는 유속에 비례하여 변경

된 주파수로 되돌아옵니다. 스팅레이2.0은 이 도플러 주
파수 이동을 사용하여 유속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