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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설치 

1) 프로그램은 Zip 파일로 제공됩니다. 

2) Zip 파일을 적당한 위치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3)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하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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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행 

1) 하이드로넷 센서에 RS485-USB커넥터를 체결하여 PC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프로그램 폴더의 “AquaSense2.exe” 파일을 더블클릭 해 프로그램을 구동합니다. 

3)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PC에 저장된 로그파일 정보를 조회하는 홈 화면( )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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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이 검색한 COM Port, 통신속도를 확인하고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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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메뉴 기능 

아이콘 명칭 주   요   기   능 

 
홈 -  PC로 다운로드 한 로그 데이터의 확인 및 엑셀저장 

 
정보 

- 연결된 센서의 정보 확인 및 정보수정 

- 센서와 PC의 시간 동기화 

- 로거 상태 정보 확인 

 
모니터링 

- 실시간 데이터 확인 

-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엑셀저장 

 
로거 

- 로거 상태 확인 및 상태 설정 

- 수집된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엑셀저장 

 
보정 - 측정항목에 대한 사용자 보정 

 
설정 - 센서의 설치정보 설정 및 측정항목별 보상값 설정 

 
도움말 - 사용자 설명서 

 
종료 -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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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인 

1) 화면 

   

2) 설명 

- 메뉴 목록을 나타냅니다. 

- 시스템에 연결된 사용가능한 모든 센서의 포트를 검색합니다. 

- 사용자는 어느화면에서든 원한다면 바로 센서와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센서와 연결하지 않았다면 정보, 모니터링, 로거, 보정, 설정 메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센서와 연결하지 않았다면 포트이름의 배경은 붉은색, 연결되었다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 센서와 연결되면 연결 버튼은 비활성 되며 연결이 해제되면 즉시 활성화 됩니다. 

- 동일한 시스템에 여러 대의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면 포트번호 박스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COM## - 검색된 센서의 포트를 나타냅니다. 

 통신속도 - 연결된 통신속도를 나타냅니다. 

 
연결 - COM## 포트와 연결을 합니다. 

 연결종료 - 연결된 포트를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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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 

1) 화면 

 

2) 설명 

- 다운로드 받은 로그파일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 로그 데이터를 차트와 표로 표시합니다. 

-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 기존에 저장한 로그파일이 하나도 없다면 파일 리스트와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홈 화면에서는 사이트 아이디, 시리얼 번호, 파일 생성일, 로그 시작일, 로그 종료일은 수정할 수 

없으며, 마우스 커서를 박스에 위치시키면 전체 정보가 풍선 형태로 출력됩니다. 

-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우측에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파일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대기압보상 버튼이 나타난다.  

- 대기압 보상 버튼을 클릭하여 대기압보상화면을 실행시킬 수 있다.  

- 그래프에서 shift+마우스드래그를 하면 해당 xy좌표값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엑셀저장 
- 화면에 표시된 차트와 표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 기본 파일명은 시리얼번호_파일생성일.xlsx 입니다. 

 크게보기 - 현재화면을 크게 봅니다. 

 대기압 보상 - 로그, 대기압파일을 이용하여 대기압 보상을 실행합니다 

 밀도 보상 - 로그파일과 밀도를 이용하여 밀도 보상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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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트 와 표 

 

- 화면의 좌측상단은 차트를 나타냅니다. 

- 화면의 우측상단은 차트에 그려진 라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측정항목) 

- 화면 하단은 실제 데이터를 표로 나타냅니다. 

- Y축 0부터 시작 체크여부에 따라 차트의 Y좌표 범위가 출력됩니다. (기본값 : 체크) 

-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측정 항목은 색으로 구분됩니다. 

- 차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커서의 X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 측정항목의 체크여부에 따라 데이터 출력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령 Depth(m)을 체크해제 하면 차트와 표에서 Depth(m)항목이 사라집니다. 

- 표의 간격이 너무 짧아 데이터 확인이 불편하다면 상대적으로 넓은 컬럼헤더의 가장자리를 더블클

릭하면 간격이 조정됩니다. 

- 표에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며 차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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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압 보상 

- 로그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대기압 보상” 메뉴가 나타납니다. 

 

- 로그 파일: 홈 화면에서 선택된 로그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압 파일: 측정항목에 대기압(Barometer)가 포함된 로그파일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대기압 보상 시작 

로그파일에 대기압을 적용하여 수심과 수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엑셀 저장 대기압 보상 결과를 Excel로 저장합니다. 

 

6) 대기압 보상 방법 

- 대기압 로깅 기간 내의 데이터만 보상 가능하다. 

- ① 기준 대기압: 보상기간의 첫 번째 측정 대기압 

- ② 현재 대기압:  현재시간의 측정 대기압 

- ③ 환산상수: 대기압(m Bar)길이(m) 환산 상수(0.0101972) 

- ④ 보상 값: 대기압차이의 보상 값 = (②-①) * ③ 

- 보상 수심 = 수심 - 보상값 

- 보상 수위 = 수위 + 보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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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밀도 보상 

- 로그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대기압 보상”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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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실제 지하수의 밀도(범위 0.1 ~ 2.0)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밀도 보상 시작 

로그파일과 밀도를 이용하여 수심과 수위를 다시 계

산합니다. 

 
엑셀 저장 밀도 보상 결과를 Excel로 저장합니다. 

 

8) 밀도 보상 방법 

- 보상 수심 = 수심 / 밀도 

- 보상 수위 + 보상 수심  = 수위 + 수심 >> 보상 수위 = 수위 + 수심 – 보상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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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서정보 

1) 화면 

 

2) 설명 

- 센서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 센서의 사이트 아이디와 센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센서번호는 한 포트에 다중센서가 연결되었을 경우 유효합니다. 

- 센서의 시간을 PC와 동기화합니다. 

 시스템 시간을 체크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버튼을 누른 순간의 시스템 

시간이 반영되며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반영됩니다. 

- 센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로거 상태를 나타냅니다. 

 로깅중이라면 초록색, 로깅중지라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펌웨어 업그레이드 - 센서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새로고침 - 각 항목별 데이터를 새로 받아옵니다. 

 적용 - 각 항목별 셋팅값을 센서에 적용합니다. 

4) 펌웨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진행 전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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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중간에 연결이 끊기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프로그램을 중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0%에서 멈춰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시도 해보세요. 

 업그레이드 중엔 파일선택, 전송, 닫기 버튼은 비활성 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연결이 끊어졌다면 제조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파일선택 - 업그레이드할 펌웨어를 선택합니다. 

 전송 -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닫기 - 펌웨어 업그레이드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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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니터링 

1) 화면 

 

2) 설명 

- 실시간으로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 데이터 측정 중에도 측정주기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니터링을 중지해야 합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시작 - 실시간 데이터 측정을 시작합니다. 

 중지 - 실시간 데이터 측정을 중지합니다. 

 데이터 삭제 
- 차트와 표에 출력된 데이터를 모두 제거합니

다. 

 크게보기 - 현재화면을 크게 봅니다. 

 엑셀저장 
- 화면에 표시된 차트와 표를 엑셀로 저장합니

다. 

 설정값 저장 
- 선택한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 값을 저장해서 

사용자 환경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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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거 

1) 화면 

 

2) 설명 

- 로거의 상태 확인 및 로깅시작,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센서에 저장된 로그를 PC로 다운로드 합니다. 

- 다운로드한 로그 데이터는 언제든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화면 - 기본정보 

로깅이 중지상태이고 측정된 로그가 없음 로깅이 중지상태이고 측정된 로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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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중  

 

 

4) 설명- 기본정보 

- 로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로깅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로깅 중에도 시작일, 종료일, 측정주기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동작- 기본정보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로그제거 

- 센서의 모든 로그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합니다. 

- 제거된 데이터는 복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 로그제거를 위해선 반드시 로깅을 중지해야 합니다. 

 로그생성 - 로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변경 
- 로깅중 시작일, 종료일, 측정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메뉴

를 활성화 합니다. 

 로깅시작 - 데이터 측정을 시작합니다. 

 로깅중지 - 데이터 측정을 중지합니다. 

 새로고침 - 로거정보를 새로 불러옵니다. 

6) 용어 – 기본정보 

용어 상세 설명 

상태 - 로깅 상태를 나타냅니다. 

로그 생성일 
- 로깅 중지상태고 로그가 하나도 없다면 로깅 시작이 아닌 로그 생성입니다. 

- 로그 생성일의 의미는 로깅 시작일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로그 생성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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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른 시점입니다. 

로깅 시작일 

- 처음 데이터를 측정하여 메모리에 저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가령 미래시간을 설정하면 센서는 해당 시간까지 측정을 하지 않고 대기하

다가 설정된 시간이오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 과거시간을 입력한 경우 현재시간을 기준으로 즉시 측정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 시작일은 현재 시간으로 변경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정시에 체크되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관계없이 설정된 일자의 정시(00

시)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로깅 종료일 

- 로깅이 종료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 종료일은 시작일이나 현재일보다 과거일 수 없습니다. 

- 무한측정에 체크되면 2036년 까지 측정으로 설정됩니다. 

측정주기 - 시, 분, 초 단위로 데이터 측정시간을 설정합니다. 

메모리 사용량 - 센서에 저장 가능한 총 로그의 양과 측정돼 저장된 로그의 양을 나타냅니다. 

첫번째 로그일 - 센서에 저장된 첫 번째 로그의 일자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로그일 - 센서에 저장된 마지막 로그의 일자를 나타냅니다. 

7) 화면 – 로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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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명 – 로그 다운로드 

- 다운로드 할 측정항목을 선택해 특정항목만을 다운로드 합니다. 

- 기간별 로그 및 전체 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을 표시하며 다운로드 중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중간에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 전까지 받았던 데이터는 PC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 다운로드 중에는 센서연결 종료 및 메뉴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동작 – 로그 다운로드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설정값 저장 
- 선택한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 값을 저장해서 사용자 환

경을 구성합니다. 

 다운로드 
- 센서에 저장된 로그를 PC로 다운로드 합니다.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데이터 출력 창이 표시됩니다. 

 취소 - 다운로드 중일 때 활성화 되며 다운로드를 취소합니다. 

10) 용어 – 로그 다운로드 

용어 상세 설명 

기간별 

- 설정된 기간동안의 로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 시작일의 경우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로그 파일이 있을 경우 가장 최근

에 받았던 파일을 기준으로 저장된 로그의 마지막 일자가 됩니다. 만일 다운

로드 받았던 로그 파일이 없을 경우엔 로깅 시작일이 됩니다. 

- 종료일은 현재일이 됩니다. 

모든로그 - 센서의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로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전체갯수 - 다운로드할 로그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누적갯수 - 현재 다운받은 로그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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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정 

1) 화면 

 

2) 설명 

- 온도, 압력, 전도도, 케이블 길이 등의 사용자 보정을 합니다. 

- 보정 후 실제 값을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센서의 측정 불가한 항목은 보정을 할 수 없게 비활성화 됩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새로고침 - 각 항목별 데이터를 새로 받아옵니다. 

 적용 - 각 항목별 셋팅값을 센서에 적용합니다. 

4) 용어 

용어 상세 설명 

온도 - 섭씨 온도를 보정합니다. 

압력 - PSI 및 Meter 단위로 보정합니다. 

전도도 - Specific conductivity를 보정합니다. 

레벨 

- 지표면에서 수면까지의 케이블 길이를 보정합니다. 

- GL, EL 수위모드의 경우 설치심도는 케이블길이 + 압력을 적용합니다. 

- SL 수위모드의 경우 케이블길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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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정 

1) 화면 

 

2) 설명 

- 각 항목별 세부 설정을 합니다. 

- 센서 설치에 대한 정보 확인과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센서에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은 비활성화 됩니다. 

3) 동작 

아이콘 명칭 상세 설명 

 새로고침 - 각 항목별 데이터를 새로 받아옵니다. 

 적용 - 각 항목별 셋팅값을 센서에 적용합니다. 

4) 용어 

항목 용어 상  세   설   명 

설치정보 

해발고도 - 지표면으로부터 해수면까지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설치심도 

- 수위모드가 GL, EL일 때 센서를 포함한 케이블 길이 입

니다. 

- 수위모드가 SL일 때 저수지 바닥에서 센서까지의 높이

입니다. 

수위모드 

- 센서 설치 후 수위 측정모드 

- GL : 지표면 ~ 지하수 표면 

- EL : 해수면 ~ 지하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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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 : 저수지바닥 ~ 지하수 표면 

압력보상 

PSI to Meter 

Convert Method 

- 압력에 대한 보상 공식을 지정합니다. 

- System으로 설정되면 보상 공식은 미리 시스템에 설정

된 값을 적용합니다. 

- Custome으로 설정되면 보상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PSI to Meter 변환

상수 

- 보상 모드가 Custom일 때 활성화 되며 PSI를 Meter로 

환산할 때 곱셈 상수를 지정합니다. 

- 범위는 0.50000 ~ 0.99999까지 이며 기본값은 0.70307

입니다. 

온도보상 

- 보상 모드가 System일 때 활성화 되며 압력이 변할 때 

온도를 보상해줄 상수값을 설정합니다. 

- Measured Temp.으로 설정되면 센서에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합니다. 

- Custome으로 설정되면 보상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

니다. 

- 범위는 00.00 ~ 99.99까지 입니다. 

위도보상 

- 보상 모드가 System일 때 활성화 되며 압력이 변할 때 

위도를 보상해줄 상수값을 설정합니다. 

- Enable로 설정되면 위도를 보상할 상수값을 입력합니다. 

- Disable로 설정되면 위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범위는 -99.99 ~ 99.99까지 입니다. 

고도보상 

- 보상 모드가 System일 때 활성화 되며 압력이 변할 때 

해발고도를 보상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Enable로 설정되면 해발고도를 시스템에서 보상합니다. 

- Disable로 설정되면 해발고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전도도 범위 

- 설치 장소 지하수의 대략적인 전도도 범위를 설정합니

다. 

- Auto, Low, Middle, Hig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보상 모드 
- 전도도 계산을 위한 온도 보상 공식을 설정합니다. 

- Fresh, Salt, Standard, None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quaSense2 사용자 매뉴얼(20190516) 

 

페이지 23 / 25 

 

11. 참고 

1) 센서와 PC연결이 안될 시 

- 윈도우 7이상이고 서비스팩 1이 설치되어 있다면 센서 연결 시 필요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

합니다. 

- 만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해 연결오류가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두 번째 메뉴인 관리를 선택하고 장치관리자를 실행합니다. 

 

- 기타장치에 FT232R USB UART에 느낌표가 떠있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라이버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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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 해당폴더를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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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USB Serial Port에도 느낌표가 떠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다. 

2)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 

- 아쿠아센스2 프로그램은 .Net Framework 4.0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실행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씨디안의 “dotNetFx40_Full_x86_x64.exe”를 실행 

해서 Framework을 설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