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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OMMER는 1987년에 설립되
었으며 수문학 및 기상학을
위한 고품질의 혁신적인 측
정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데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1)  SOMMER 본사

2) SOMMER 생산 시설 - 2015년 신설



소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국경 삼각지대에서 SOMMER
는 4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하고 있습니다.

SOMMER는 전통적인 가치
를 지닌 가족 경영의 회사입
니다. 
고객 중심의 우수한 서비스 , 
안전성 및 고품질의 제품은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3) 오스트리아 서부에 있는 SOMMER사



적용

개방된 강에서의 유량 측정

수면 유속 / 수위 측정

하수, 배수 및 관개의 유량 측정

눈 측정



유량 측정

비침습식 레이더 유량계 추적자 희석방법 유량계

설치형 RQ-30 휴대용 RP-30 휴대용 TQ-S / TQ-F 



유량 측정

RQ-30 - 레이더 유량 측정기 
 설치형 비침습식 레이더 유

량 감지기

 유속, 수위 및 유량 실시간
측정

 유지 보수 극소화
 홍수, 탁도 또는 부유물

에 영향을 받지 않음
 간편한 설치
 다양한 현장 측정 상황

을 위한 다양한 모델

4) 오스트리아 Hoechst의 라인 강 다리에 설치된 SOMMER RQ-30



유량 측정

RP-30 - 레이더 유속 프로파일러 
 휴대용 비침습식 레이더

수표면 유속 프로파일러

 수표면 유속 분포를 정확
하게 측정

 유량 계산을 위한 정교한 수
리학 모델

 홍수 상황에 이상적이며 안
전한 측정

 케이블 방식으로 동작 가능

5) SOMMER RP-30 사용 예



유량 측정

TQ-S / TQ-F - 추적자식 유량계 
 추적자 희석법에 기반한

휴대용 유량 감지기

 단면적과 상관 없이 측
정 가능

 난류 및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에 이상적인 제품

 측정을 실시간으로 시각화

 순간 측정 검증을 위해 최대
4개의 탐촉자를 연속적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음

6) Fluorescein을 사용하는 SOMMER TQ-F 유량 측정



수표면 유속 / 수위 측정

RG-30 
 비침습식 레이더 수표면

유속 감지기

RL-15 / RL-35 
 비침습식 레이더 수위

감지기



수표면 유속 / 수위 측정

RG-30 - 수표면 유속 감지기 
 설치형 비침습식 레이더 수표면

유속 감지기

 0.1m/s에서 최대 15m/s까지의
수표면 유속을 지속적으로 측정

 유지보수 극소화

 최저 수심 자료가 없어도 됨

 홍수, 탁도 또는 부유물
에 영향을 받지 않음

7)  SOMMER RG-30 레이더 수표면 유속 감지기



수표면 유속 / 수위 측정

RL-15 / RL-35 - 수위 감지기 
 설치형 비침습식 레이더

수위 감지기

 측정 범위: 15m, 35m 
   (120m 방폭형도 있음)

 주변 조건에 관계없이
정확한 측정 결과

 4~ 20mA 선형 신호로 기존
체계에 쉽게 통합 가능 (선
택사항 SDI-12)

tW 

8)  SOMMER RL-15 레이더 수위 감지기



하수 유량 측정

SQ-3/6/8R - 유량계

 비침습식 유량계

 검증된 초음파 수위 감지기와
레이더 수표면 유속 감지기가
결합된 SOMMER 오수 유량계

 간편한 설치 및 매개 변수화

 유지보수 극소화

 SDI-12 또는 RS-485, Modbus를
통해 기존 체계에 간편하게
통합

9)  SOMMER 유량계 SQ-시리즈



눈 측정

눈 깊이

눈-물-등가(담량)(SWE)

SWE & 액체 수분 함량 

눈 표면 온도

맞춤형 기상 관측기



눈 측정

USH-9 - 눈 깊이 감지기 
 초음파 눈 깊이 감지기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없는
세라믹 보호막

 고출력 펄스는 눈이 내리는
동안 최적의 측정 결과를
제공

 견고한 설계로 착빙으로부터
보호

 통합 온도 보상

 낮은 전력 소비량
10) SOMMER USH-9 눈 깊이 감지기 

th 



눈 측정

SSG - 눈 저울 
 SWE(눈-물-당량)의 신뢰성있는 

측정을 위한 눈 저울

 견고한 알루미늄 구조

 부동액이 필요하지 않음 -> 친
환경적

 조립식 설계

 넓은 판 틀은 얼음 교락(bridging)
의 영향을 최소화

 범위: 200~ 3000mm SWE
11)  SOMMER SSG 1000



눈 측정

SPA - 눈덩이 분석기 
 모든 중요한 눈 매개 변수의

신뢰할 수 있는 계산

 눈-물-당량(SWE), 눈 깊이, 눈 밀도, 
액체 수분 및 얼음 함량

 얼음 교락 효과 없음

 액체 상태의 물 함량은 유출수
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음

 낮은 전력 소비량

 SPA는 눈 높이가 2.5~ 5m까지
사용 가능

12)  SOMMER SPA



눈 측정

SIR - 눈 표면 온도 
 고감도 적외선 온도 감지기

 비접촉 측정,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자료, 기존 체계에 통합
최적

 전자 분석 장치를 위한 별도의
아연 주물 외함이 있는 견고한
스테인리스 강 감지기 덮개
(보호등급 IP 65) 

13)  SOMMER AWS - SIR, USH-9 감지기



눈 측정

자동 기상대

SOMMER는 맞춤형 AWS를 설
계, 제조 및 설치합니다.

체계 통합에서 얻은 이 귀중한
경험은 감지기의 설계에 반영
되어 사용자의 요구를 완벽하
게 충족시킵니다.

14)  SOMMER 자동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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