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속, 풍향 감지기 GFST200시리즈 

길우 GFST풍속, 풍향 감지기는 전계 효과 원리에 의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바람이 불면 컵은 돌기 시작합니다. 

풍속과 풍향 변화는 각각의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품의 대좌 부분은 고강도 합금으로 설계되고 또한 표

면처리 되어있고 방수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디지털 회로가 GFST 풍속, 풍향 감지기 속에 실

장 되어 있습니다.  

RFI와 EMI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써지 전압 시험도 

통과되어 있습니다. 광범위 공급 전압으로 동작되며 극

성 보호가 되며 ICE, CE(EMS) 시험 환경에 부합한 조건

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높이 세워 놓고 측정하거나 건설 장비나 항만에서나 풍

력 발전 체계에 사용됩니다. 

 

 

   ■ 1. GFST200-201 풍속 감지기 

[장점] 

• 충격이나 과부하에 잘 견디고 방청 처리되어 있음 

• 소형, 경량으로 설치가 용이 

• 내구성이 뛰어난 합금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보기에도 좋음 

• SS재질로 된 바람맞이 컵은 70m/s에도 견딤 

 

[사용처] 

• 고공 작업 환경 시험과 통제용 

• 공학 장비 시험과 제어용 

• 기상대나 환경보호 시험 통제용 

• 항구나 부두 환경 시험 통제용 

• 기타 풍속과 풍향의 시험 제어에 관련된 산업용 

 

 
GFST200-201 기술 규격 

출력 펄스 신호(HZ)  0- 5VDC,  4- 20mA 

동작 전압 5VDC, 24VDC, 12~ 36VDC(통상) 

동작 범위 0.5m/s~ 50m/s 

시작 풍속 ≤0.5m/s 

 
정확도 

±0.5m/s(＜5m/s) 

±3%FS(≥5m/s) 

동작 환경 온도: -20℃~ +85℃, 습도: ≤95%RH 

풍속 합계 최대: 70m/s 30min 

전기 연결 M12 

환경 보호 IP65 

디지털 풍속 제어기는 마이콤 처리 기술에 따라 설계되고 조기 경보나 출력 제어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보 값을 조절판에서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도 RFI와 EMI시험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신뢰성으로 정확히 숫자로써 표시가 됩니다. 

[제품크기] 

[풍속 감지기 GFST200-201] 



 ■  2. GFST200-202 풍향 감지기 

[장점] 

• RFI와 EMI규격 부합, 온도 보상 

• 고감도, 고정밀도, 고주파수 신속 대응 및 고안정도 

• 출력, 과부하, 녹슮으로 부터 보호 

• 내구성이 뛰어난 합급 재질로 되어 있고 보기에도 좋음 

[사용처] 

• 고공 작업 환경 시험과 통제용 

• 공학 장비 시험과 제어용 

• 기상대나 환경보호 시험 통제용 

• 항구나 부두 환경 시험 통제용 

• 기타 풍속과 풍향의 시험 제어에 관련된 산업용 

 

 

GFST200-202 기술규격 

동작 범위 0~ 360˚ 

시작 풍속 ≤0.8m/s 

분해능 22.5˚ 

정확도 ±3˚ 

동작 환경 온도: -20℃~ +85℃, 습도: ≤95%RH 

출력 0~ 5VDC,  4- 20mA 

전류 출력 저항 250Ω 

동작 전압 12~ 30VDC(통상 24VDC) 

풍속 한계 최대: 70m/s 30min 

전기 연결구 M12 

환경 보호 IP65 

[ 제품크기 ] 

   GFST200-211 풍속 제어기 

[장점] 

• 제어판에서 단추를 눌러서 조정, 현장 설정 용이 

• RFI와 EMI에 대비한 완벽한 보호 

• 접점용량: 계전기 접점 출력, 10A/ 220VAC 

• 계전기 내장 경보기능이 쉬움 

 

[사용처] 

• 고공 작업 환경 시험과 통제용 

• 공학 장비 시험과 제어용 

• 기상대나 환경보호 시험 통제용 

• 항구나 부두 환경 시험 통제용 

• 기타 풍속과 풍향의 시험 제어에 관련된 산업용 

 

 

[풍향 감지기 GFST200-202] 

[ 풍속 제어기 GFST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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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FST200-221 풍속, 풍향 제어기 

GFST200-211 기술규격 

풍속 정확도  ±0.1m/s 

동작 범위 0-50m/s 

경보 제어 조기 경보: 황색  LED깜박임, 버저 단속음 

경보: 적색LED, 버저 연속음, 계전기 접점 동작 

동작 환경 온도: -20℃~ +60℃, 습도: ≤80%RH 

접점용량 1-2 계전기 접점출력 

전원 12VDC, 24VDC, 220VAC 

풍속 감지기 
디지털 풍속 경보 제어기 

공급전원 

계 
전 
기 
 
출 
력 

[장점] 

• 제어판에서 단추를 눌러서 조정, 현장 설정 용이 

• RFI와 EMI에 대비한 완벽한 보호 

• 접점용량: 계전기 접점 출력, 10A/220VAC 

• 계전기 내장 경보기능이 쉬움 

 

[사용처] 

• 고공 작업 환경 시험과 통제용 

• 공학 장비 시험과 제어용 

• 기상대나 환경보호 시험 통제용 

• 항구나 부두 환경 시험 통제용 

• 기타 풍속과 풍향의 시험 제어에 관련된 산업용 

 

[ 크기와 전기적 연결] 

GFST200-221 기술규격 

동작 범위 풍속: 0- 50m/s,   풍향: 0- 360˚ 

동작 범위 풍속: ±0.1m/s,    풍향: ±5˚ 

표시 오차 풍속: ±3%FS,      풍향: ±22.5˚ 

입력신호(별매) 풍속: 전압(0- 5/ 10V), 전류:(4- 20mA), 펄스 
풍향: 전압(0- 5/ 10V), 전류:(4- 20mA) 

전원 12VDC, 110VAC, 220VAC 

감기기용 외부 전원 12VDC/ 24VDC  

접점 용량 2개의 계전기 접점출력, 10A/ 220VAC 

풍속경보 제어 사전 경보, 경보(계전기 동작) 

선형출력 풍속/ 풍향: 4- 20mA 

통신 RS485통신 

환경조건 온도: -20~ +50℃ 
습도:  ≤80%RH 

전원            계전기 출력 

신호출력              풍속 감지기   풍향 감지기 
       

http://www.gilw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