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TARAY
휴대용 개방형 수로 및 
비만관형 침습식 유량계

유체 역학적 초음파 탐촉자로 
개방형 수로 및 비만관 배관의 
유량 측정

휴대용 개방형 수로 및 비만관형 유량계 
개방형 수로, 비만관 하수관 및 만관 배관의 
유량 조사를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멘터레이는 우수, 하수, 관개 용수 및 자연 하천
에 이상적입니다.

멘터레이는 침습식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유
속 및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탐촉자는 
오염, 부식 및 마모에 강합니다.

대형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에서 순간 유량
값과 적산 유량 값을 볼 수 있습니다. 4~20mA 
및 계전기 출력으로 PLC 또는 SCADA 및 원격
측정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유량 저장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합니다.

MantaRay 휴대용 면적-유속 유량계는 유속과 수
위를 모두 측정하여 개방형 수로 또는 배관의 유
량을 계산합니다. 교정은 간단합니다. 배관 직경 
또는 수로의 사이즈를 입력하면 멘터레이가 백
라이트 LCD 디스플레이에 유량과 적산 값을 자
동으로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 하수 유량 모
니터링 및 기
록

• 산업 폐수

• 우수 모니

터링

•자연 하천

• 관개 용수

초음파 탐촉자는 배관 또는 수로 바닥에 나
사로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스테인레스강 
설치 브라켓(포함됨)을 이용하여 측정 위치
에 설치합니다.     
특별한 컴파운드, 도구 또는 하드웨어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탐촉자는 구멍이나 틈새 없이 완전히 봉함
되어 있습니다.

Greyline

유체 역학적 초음파 탐촉자

비만관 및 만관형 배관 또는 개방형 
수로를 위한 휴대용 유량계

간편한 사용

적용 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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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Y L I N E  M A N T A R A Y

탐촉자 설치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최상의 성능과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동작이 가능하며 침전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피하여 설치 하십시요.

유체가 심한 난류가 아니고 유속이 배관이나 수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 최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탐촉자의 설치 위치는 수로나 배관의 상류에서 낙하 또는 방향
변경이 없어야 하 배관 또는 수로의 경사가 3%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멘터레이는 최대 6.1m/s(20ft/s)의 순방향 유속과 최대 1.5m/s(5ft/s)의
역방향 유속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유량 값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및 평균 유속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침습식 유속/수위 탐촉자는 최대 0.69바(10psi)에 견딜 수 있는
압력으로 배관 및 수로의 유량을 측정합니다.
특별한 설정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 권장 배관의 직경은 150mm(5.9in) 입니다.

    
  멘터레이를 사용하여       10초 ~ 60분 간격으로  

  
시간 및 날짜

에 따른 유량 값을 저장합니다.      적산 유량, 최소 유량, 최대 
유량 및 평균 유량이 LCD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저장됩니

다. 
 

USB 메모리를 데이터 로거의 USB 출력단자에 연결하
면 유량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전송합니다. 

 
    

USB에 저장 된 
파일을 그래프 및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고 측정 단위를 
변경하며, 유량 기록을 생성하기 위해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그래픽 또는 텍스트 파
일 형식으로 내보내거나 엑셀 파일 형식으로 직접 내 보냅
니다.

          
 

  

멘터레이의 

 

‘절전 모드

 

’ 기능을 사용하여 유량을 기록하는 동안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출력 및 불필효한

    
  

기능은 절전 모드시 일시 중지됩니다. 데이터 저장 간격에 따라

         
        

멘터레이는 탐촉자를 12초 동안 활성화하여 유량 값을 저장하고

   

다음 데이터 저장 간격까지 저전력 모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절전 모드가 활설화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절전 중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몇 초 마다 깜박입니다.

  

 
외부 

 
12

 
또는 24VDC 배터리를 연결하여 멘터레이의 동작 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속 동작 및 장시간 4~20mA 및 계전기
     

    
출력 동작을 위해 각 유량계와 함께 제공된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

       

하십시요. 
      
최대 전력 소비량은 

  
2.7와트 입니다.

 

Sleep Mode 
Interval Battery Life

Continuous 60 hours
30 sec 6 days
1 min 10 days
2 min 18 days
5 min 38 days
10 min 52 days
15 min 74 days
30 min 90 days

1 hr 110 days

배관 및 수로의 권장 조건

내장 된 200만 포인트 데이터 로거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한 절전 모드

외부 배터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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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ELECTRONICS ENCLOSURE

4.37"

111 mm

9.12"

232 mm

7.56"

192 mm

QZ SS PS VELOCITY LEVEL SENSOR02L- -01- /

4. "92

1  mm25

1.50"

38.1 mm

0.63"

16 mm

SIDE VIEW25 ft / 7.6 m length

0.50"

12.7 mm

전자회로 외함QZ02L-SS-01-PS 면적/수위 탐촉자

Dimensions

ELECTRONICS ENCLOSURE

6.87"

174 mm

10.62"

270 mm

9.68"

246 mm

QZ SS PS VELOCITY LEVEL SENSOR02L- -01- /

4. "92

1  mm25

1.50"

38.1 mm

0.63"

16 mm

SIDE VIEW25 ft / 7.6 m length

0.50"

12.7 mm

Dimensions

ELE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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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70 mm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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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Z SS PS VELOCITY LEVEL SENSOR02L- -01- /

4. "92

1  mm25

1.50"

38.1 mm

0.63"

16 mm

SIDE VIEW25 ft / 7.6 m length

0.50"

12.7 mm

수로 유형: 원형 배관, 사각 수로, 사다리꼴, 계란형 또는 사용자 정의

전자회로 외함: IP67 폴리카보네이트

동작 온도.(전자회로):  -20 °C ~ +60 °C(-5 °F ~ +140 °F)

정확도: • 수위: ±0.25% /  유속: ±2%
• 재현성과 선형성: ±0.1%

디스플레이: 백색 백라이트 — 유량, 적산, 계전기 상태, 동작 모드및 교정 메뉴를 표시

설정: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선택 할 수 있는 내장형 5-버튼식 키패드

배터리: 층전용 내장 배터리 NiMH, 12 V DC, 10,000 mAh

배터리 충전기: 6 A (최대 100W), 100-240 V AC 50/60 Hz 입력, UL 및 CE 인증

출력 / 통신: 선택에 따라 4-20mA, 500 Ω 또는 0-5VDC(100mA), 2개의 무접점 계전, 최대 40VAC/DC, 정격 250mA; 
유량 및 수위 알람 또는 유량 비례 펄스 제어(유량 /적산,최대 주파수 0.4 Hz)

브레이크아웃 박스: 충전기 입력, 외부 배터리 입력, 2개 계전기, 4-20mA (0-5 V)

전기전자 서지 보호: 탐촉자, 출력 4-20mA  &  AC 전원 입력

데이터 로거: 제어 가능한 200만 포인트 데이터 용량;
시간 및 날짜와 유량 기록을 USB 메모리로 출력

데이터 로거 간격: 설정: 10 sec, 30 sec, 1 min, 2 min, 5 min, 10 min, 15 min, 30 min, 60 min

소프트웨어: 윈도우용 그레이라인 로거. 그래프 및 데이터 데이블 표, 수위 / 유속을 유량으로 변환, 데이터를 엘셀로 내보내
거나 그래프로 내보냄.

포장 무게
(대략): 6.8 kg (15 lb)

QZ02L 탐촉자 사양

유속 측정 범위:           0.03m/s ~ 6.2m/s (1.2in/s ~ 20ft/s),  -1.5m/s(-5ft/s)의 역방향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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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온도: -15 °C ~ +80 °C (+5 °F ~ +175 °F)
Exposed Materials: 316 S.S,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탐촉자 케이블: 7.6 m (25 ft) 침습식 폴리우레탄 재킷, 차폐, 3동축

탐촉자 설치: MB-QZ 스테인레스강 설치 브라켓 포함

온도 보상:    자동 온도 보상

탐촉자 연장 케이블:                     방수 커넥터가 있는 차폐 된 15.2m 침습식 폴리우레탄 재킷

기술 사양

일반 사양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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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Pulsar Measurement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당사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는
모두 완벽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제품 수명내내 서비스,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리점 길우트레이딩으로 연락바랍니다.

•
멘터레이 휴대용 면적-유속 유량계

 모든 형태의 배관 또는 수로에서 유량 측정

• 플럼이나 웨어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이상적

• 밀폐된 유체 역학적 침습식 탐촉자로 오염 방지

• 역류량 및 만관 유량 측정

• 25.4mm ~ 4.5m(1in ~ 15ft) 동작

멘터레이 휴대용 면적 / 유속 유량계에는 배관 또는 개방 수로
의 바닥에 설치할 초음파 탐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촉
자에는 움직이는 부품, 구멍, 틈새 및 전극이 없습니다.     
탐촉자, 케이블 및 IP67의 전자 외함은 오염 및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멘터레이는 순간 유량과 적산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유량 
제어가 가능한 4~20mA 출력, 2개의 계전기, 유량 비례 펄스 출
력과 USB 출력이 있는 200백만 포인트 데이터 로거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멘터레이는 내장 키패드와 간단한 메뉴 시스템으로 쉽게 교정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량 측정시에는 배관이나 개방형 수로 바닥
에 탐촉자를 설치하고 전자 외함을 높고 안전한 곳에 놓고 측정
합니다. 

QZ02L 침습식 탐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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