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VIS 기상관측장비 

소프트웨어 한글메뉴얼

(Model : Perception II, Weather Wizard III, Weather Monitor II

         Vantage Pro, Vantage Pro Plus)



DAVIS 기상관측계 소프트웨어 한글설명서

   1. WEATHER LINK 6510USB(또는 6510SER)를 개봉한 후 동봉되어있는 

      CD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2. USB드라이버를 설치하여 줍니다. (부록참조)

   3. 바탕화면에 있는 WeatherLink 5.5.1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림1. 바탕화면에 설치되어있는 프로그램 아이콘

4.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로운 스테이션의 세팅을 위한 초기질문이 나옵니다. 

   '예(Y)'를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림2. 새로운 스테이션의 세팅



5. 스테이션의 이름을 정합니다. 한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두 글자 이내로   

  정합니다. 영문으로 정할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OK'버튼을 눌  

  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스테이션의 이름이 정해지면 C드라이브 하위 디랙토리에 있는 WeatherLink 폴  

  더에 정했던 스테이션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며 측정데이터는 해당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림3. 스테이션의 이름설정

6.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예(Y)'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4. 스테이션의 설정



7. 세팅의 첫 단계로서 모델, 옵션센서, 다운로드옵션, 실시간 창 세팅 등을 

  합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5. 모델, 옵션센서, 다운로드옵션, 실시간 창 세팅

8. 아래의 세팅이 끝난 후 'OK'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①Name : 최초 설정하셨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②Model : 운영하실 기상관측장비의 모델을 선정합니다.

            (모델은 Vantage Pro부터 Perception까지 7개의 모델이 있으며, 

            Vantage Pro2를 구입하신 유저께서는 그냥 Vantage Pr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Rain Collector : 0.2㎜로 정합니다.

   ④Solar Radiation / UV :  Vantage Pro Plus 모델인 경우 선택되어집니다.

   ⑤Download Options 중 ‘After download...’를 체크합니다.

   ⑥Bulletin/Summary Options에는‘always’로 맞춥니다.            

                          그림6. 스테이션의 센서세팅



8-1.  *** Vantage Pro 및 Vantage Pro Plus를 하셨다면 부가적인 센서들도 설  

           정이 가능합니다. (부가 센서들은 아래 그림의 빨간색 영역 안쪽의 센  

           서들입니다.)

                         그림6-1. 부가 센서의 설정 

      

      2nd~4th Temp : 추가 온도센서

      2nd~3rd Humidity : 추가 습도센서     

      Leaf Wetness : 엽로(葉露)센서

      Leaf temperature : 엽온(葉溫)센서

      Soil Moisture : 지습(地濕)센서

      Soil Temperature : 지온(地溫)센서

      ① 구입하신 장비가 VantagePro 라면 ‘Model’, ‘Rain Collector’를 설정하시  

         고, ‘Download Options’ 중 ‘After download...’를 체크하며,      

         ‘Bulletin/Summary Options’에는 ‘always’로 설정합니다.

      ② 구입하신 장비가 Weather Monitor II 라면 ‘Model’, ‘Rain      

         Collector(none)’를 설정하시고, ‘Download Options’에서 두 가지를 모  

         두 체크하며 ‘Bulletin / Summary Options’ 에는 ‘always’로 설정합니다.  

         또한 외부 온/습도센서를 함께 구입하셨다면 Outside Humidity를 체크하  

         시면 됩니다. 만약 강우량 센서도 함께 구입하셨다면 ‘Rain Collector’를  

         ‘0.2㎜’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입하신 장비가 Weather Wizard Ⅲ 라면 ‘Model’, ‘Rain      

         Collector(none)’,를 설정하시고, ‘Download Options’에서 두 가지를 모  

         두 체크하며 ‘Bulletin / Summary Options’ 에는 ‘always’로 설정합니다.  

         만약 강우량 센서도 함께 구입하셨다면 ‘Rain Collector’를 ‘0.2㎜’로 설  

         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입하신 장비가 Perception 이라면 ‘Model’을 설정하시고, ‘Download  

         Options’에서 두 가지를 모두 체크하며 ‘Bulletin / Summary Options’에  

         는 ‘always’로 설정합니다. 

  



8-2 다음그림은 각 모델별 세팅후의 실시간 화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6-2. Weather Monitor II의 실시간 관측화면

                   그림6-3. Weather Wizard III의 실시간 관측화면

                     그림6-4. Perception II의 실시간 관측화면



9. 통신포트를 설정하기위해 ‘OK’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모델적용)

                         그림7. 통신포트의 세팅 

 10. ‘Auto Detect’버튼을 눌러 비어있는 통신포트를 검색합니다.    

     

                            그림8. 통신포트검색     



11. ‘Auto Detect’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림과 같이 VantagePro가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9. VantagePro와 컴퓨터의 연결

12. 다음은 디스플레이콘솔을 세팅 합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0. 콘솔의 세팅



13. VantagePro는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8가지로 사용합니다. 각 주파수는       

    Station N0.로 이름이 붙여지며 초기세팅은  Station N0.1으로 잡혀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초기 세팅 치에 따릅니다. 따라서 Station N0.1 항  

    목에 ISS가 선택되어있는지 확인하고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1. 디스플레이콘솔의 세팅

14.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단위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2. 단위의 세팅



15.  각 단위를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단위계로 설정합니다. 온도(℃), 

     기압(hPa), 풍속(㎧), 강우량(㎜), 고도(m)의 순으로 세팅합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3.각 단위의 세팅

16. 기압과 고도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4. 기압의 세팅



17. 기압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① Station Elevation : 디스플레이콘솔이 위치하는 곳의 고도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고도를 

                          찾아냅니다.)

    ② Sea-level Barometer : 해면기압을 입력합니다. (기상청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OK’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5. 기압의 세팅

18. 강우량센서를 캘리브레이션합니다. ‘OK’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 16. 강우량센서의 세팅



19. 8번 항목에서 강우량을 0.2㎜로 세팅 한 것에 대해 재확인을 합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7. 강우량센서의 세팅

20. 강우량센서의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8. 캘리브레이션의 완료 (강우량센서)



21. 다음은 온도/습도를 캘리브레이션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19. 온/습도 캘리브레이션

22. 표준장비로 사용하는 온/습도계가 있으시다면 그 장비의 수치를 입력합니다.

    Inside temp : 실내온도

    Outside temp : 실외온도

    Inside Hum. : 실내습도 

    Outside Hum. : 실외습도

    표준장비가 따로 없으시다면 그냥 ‘OK’를 눌러 다음단계로이동합니다. 

                          그림20. 온/습도 캘리브레이션



23. 장마시즌과 연강수량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1. 장마시즌과 연강수량의 설정

24. 장마시즌과 연강수량을 입력합니다.

    연강수량을 모르실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2. 장마시즌과 연강수량의 설정



25. 시간, 날짜, 시간대역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3. 시간/날짜/시간대역의 설정

26. 시간은 컴퓨터의시간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콘솔에 입력됩니다.

    ‘Set the PC time also’란에 체크합니다.

    ‘Time Zone’에는 (GMT+09:00 Tokyo, Osaka, Sapporo, Seoul)로 맞춥니다.

    ‘Set’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4. 시간/날짜/시간대역의 설정



27. ‘Set’을 눌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메모리를 지우겠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번 단계에서는 ‘예’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5. 메모리의 삭제

  28. 이번단계는 데이터 로깅주기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6. 데이터로깅주기의 세팅



29. 기본세팅은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시간간격으로 

    정해줍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편의상 1분으로 세팅하여 보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7. 데이터로깅주기의 세팅

30. 메모리를 지우겠냐는 질문에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세팅으로 

    데이터 로깅이 시작되며 ‘취소’를 누르면 세팅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세팅으로 데이터 로깅이 됩니다.

                       그림28. 데이터로깅주기의 세팅



31. 이번 단계는 센서가 위치한곳의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29. 위도 경도의 세팅 

32. 위도/경도를 입력합니다.

     Latitude : 위도를 뜻합니다. 도/분/초 까지 입력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므로 North를 선택합니다.)

     Longitude : 경도를 뜻합니다. 도/분/초 까지 입력합니다.

               (우리나라는 동경을 사용합니다.)

     ** ‘초’를 모르신다면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서울의 위도/경도는 "동경 126도 59분, 북위 37도 34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0. 위도 경도의 세팅



33. 윈드컵 사이즈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윈드컵이란 풍향풍속센서에 붙어있는  

    바람개비를 뜻합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1. 윈드컵 사이즈의 설정

34. 구매하신 제품은 ‘Large’ 제품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정 없이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혹 ‘Small’로 설정되어 있다면 ‘Large’로 바꿉니다. 

                         그림32. 윈드컵 사이즈의 설정



34-1. 만약 구입하신 제품이 Vantage Pro Plus 모델이라면 윈드컵 사이즈 설정과  

      알람세팅설정 단계사이에 자외선지수 설정모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2-1. 자외선지수의 설정

34-2. 자외선지수를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TypeⅡ’정도의 환경이며 이때의 

      ‘Skin Factor’는 ‘1.00’으로 정합니다.

      ‘OK’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2-2. 자외선지수의 설정



35. 다음은 알람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3. 알람의 세팅

36. 알람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각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High’, ‘Low’’에 입력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알람을 울리게 하려  

    면 ‘Sound PC Buzzer...’를 활성화 시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Set’버튼을 눌  

    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4. 알람의 세팅



37. 다운로드경로를 지정합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5. 다운로드경로의 지정

38.  ‘Station Names:’에는 ‘5번’에서 설정했던 스테이션네임이 적혀있습니다.

     ‘Auto Download List’에 스테이션네임을 등록하여야만 정상적인 다운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설정한 스테이션네임을 선택한 후 에 ‘Add’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리스트에 등록시킵니다.

     또한 특정시간대에서만 다운로드를 원할 경우에는 ‘Download At..’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여 줍니다.

     ‘OK’를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림36. 다운로드경로의 지정



39. 다운로드 시간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그냥 ‘예’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지정합니다.

    다운로드 시간대는 굳이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다운로드 시간을 

    정해버리면 정한 시간에만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시간대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37. 다운로드경로의 지정

40. 39번까지 정상적으로 세팅과정을 진행하셨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세팅과정을 마쳤는데 다시 세팅과정을 진행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본 매뉴얼대로 잘 따라하셨다면 ‘아니오’를 눌러 실측정단계로 

    넘어가시고, 다음그림이 안 나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38. 설정의 완료



41.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자한다면 윈도우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후에 프로  

    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을 눌러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확인’을 누릅니다.

    주의)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아무 기능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림39. 데이터의 다운로드

42. 이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상단 툴바에서    아이콘을 눌러 아래와 같은 실시간 화면을  

    불러옵니다. 

  

                    그림40. 실시간 데이터관측



  실시간 화면 중 각 화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속을 나타내며 빨간 선과 ‘High’는 센싱 되었을 동안의 

               최대풍속을 나타냅니다. ‘10 Min Avg’는 10분 동안의 평균풍속을 

               알려줍니다.

               습도를 나타내며 ‘IN’은 내부, ‘OUT’은 외부의 습도를 나타냅니다.

               각 파라미터상의 하얀 실선은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 합    

               니다.

                     온도를 나타내며 ‘IN’은 내부, ‘OUT’은 외부, ‘CHILL’은 바  

                      람에 의한 체감온도, ‘HEAT’는 습도에 의한 체감온도,     

                      ‘DEW'는 이슬점은 나타냅니다. 각 파라미터상의 하얀 실  

                      선은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 합니다. 

 

                    풍향을 나타냅니다. 하단의 숫자는 풍향에 대한 방위를 대한  

                    각도로 표시한 값입니다.

                        적산 강우량을 나타내며 ‘Year’는 년 강수량, ‘Month’는 

                        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기압을 나타냅니다. 시간경과에 따라 꺽음선 

                             그래프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의 양에 관해 나타냅니다. ‘Day’는 

                      일적산량, ‘Storm’은 현재 내리고 있는 비의 양, 

                      ‘rate’는 강우비율을 나타냅니다. 

                      자외선 지수를 표시합니다.

                              증발산량을 나타냅니다. ‘Day’, ‘Month’, ‘Year’의 

                              순으로 일, 월, 년의 증발산량을 나타냅니다.

                       일사량 값을 나타냅니다.

               

              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 부분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달의 모습입니다.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알려줍니다.

   간단한 일기예보 기능입니다. 최근 3시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주며 

   그림아이콘으로도 날씨의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측정되어진 데이터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보기위한 아이콘들입니다.

          여러 대의 스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좌측의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스테이션만 열어 관측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실시간 기상관측용 화면을 보기위한 아이콘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  

          을 클릭하면 그래프 상태가 아닌 데이터상태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라미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측정되어진 데이터를 텍스트로 보는 아이콘입니다.

        강우량을 보는 아이콘입니다.

        월보, 연보를 볼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실행시킨 후에 메뉴의 

        ‘Reports’를 선택한 후 ‘NOAA this month’ 또는 ‘NOAA this year’를 

        눌러 월보, 연보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3. 42번의 단계에서 마우스 커서를 실시간 화면에 놓고 두 번 클릭하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 클릭하면 다시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림41. 실시간 관측의 데이터화면               

44.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  

    을 눌러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각 파라미터는 고유의 색깔로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화면좌측의 파라미터 탭을 눌러 각 파라미터에 대한 색깔을 확인합니다.
    그래프의 확대 또는 축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메뉴상단의 ‘Strip Chart’에서 
    ‘Span’을 눌러 원하는 시간대역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메뉴상단의 ‘StripChart’  
    에서 ‘Auto Update’를 활성화 시키면 설정한 데이터로깅 주기에 따라 그래프  
    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그래프 상에서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면   
    그래프형태의 데이터가 텍스트형태의 데이터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그림42. 그래프형태의 모든 데이터관측



45. 원하는 파라미터만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프로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를 눌러 원하는 파라미터를 불러옵니다.

    예로써 그림 상에는 기압과 외부온도가 체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림43. 집중관리 하고자하는 파라미터의 그래프         

45-1. 45번 단계에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자하는 파라미터를 체크합니다. 최소 1개부터 최대 15개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아래로 끌어내려 원하는  

    파라미터를 검색합니다.

    또한 그래프 상에서 좌측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으며 우측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지울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보시려면 파라미터를 다시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46. 텍스트형태의 데이터를 보기위해서는 프로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을

    눌러 데이터를 관측합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 액셀이나 그 밖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컨버팅이 가능합니다.

                       그림44. 텍스트형태의 데이터

47. 텍스트형태의 데이터를 액셀이나 그 밖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컨버팅을 하려면 화면상단의 툴바에서 ‘Browse’버튼을 누른 후 

    ‘Copy Records...’를 선택합니다.

                           그림45. 엑셀로의 변환



48.  ‘Copy Records...’를 선택하면 변환하고자하는 일, 월, 년을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변환하고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에 엑셀 등을 실행하신 

     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변환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46. 엑셀로의 변환

                      그림47. 엑셀로의 변환(데이터 붙여넣기)

                           그림48. 엑셀로 변환된 데이터



49. Weather Link 소프트웨어는 강우량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을 눌러 월별로 내린 강우량을 관측 할  

    수 있습니다.

                         그림49. 강우량의 관측

50. 월보 및 연보를 관측하시려면 프로그램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을 눌러   

    월보 및 연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상단 메뉴에서 ‘Report’→ ‘NOAA this  

    Year’를 눌러 연보를 확인합니다.

                           그림50. 월보 및 연보의 확인



51. 월보 및 연보의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내 컴퓨터 → C드라이브 → WeatherLink 로 들어가서 만드신 스테이션이름의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의 파일을 보시면 ‘NOAAMO’와 ‘NOAAYR’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NOAAMO가 월보 파일이며, NOAAYR이 연보 파일입니다. 바로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파일이 열리며 엑셀에서 보시기 위해서는 텍스트변환마법사를 

    거쳐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림51. 월보 및 연보화일 

만약, 연보, 월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서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 상에서 연보, 월보를 열어주어야 텍스트형태의 파일이 소프트웨어 폴더

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보, 월보를 메모장에서 열어놓았을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연보, 월보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텍스트파일 형태의 연보, 

월보를 보시려면 프로그램을 마치신후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