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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목 수질분석기
On-Line Multi Channel Water Quality Analyzer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좋은 기술로 보답하는
대윤계기산업이
되겠습니다.

대윤계기산업(주)은 1982년 설립이래 계측 . 교정 . 시험 . 시스템 구축사업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정밀한 교정과 제품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시장은 물론 전세계 20여개국이 넘는 국가로 국내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
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한국의 계측기분야 기술력을 발전시켜 사회공헌과 해외수출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저희 대윤계기산업(주)이 나아가는 목표입니다.
•회사명 :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설립일 : 1982년 4월

•임직원 : 60명

•홈페이지 : www.dymeter.com

•E-mail : daeyoon@dymeter.com

•Tel : 02)858-6870, Fax : 02)866-9422

•영업부 직통 전화 : 02)2109-5815

수질환경 사업부

•수질계측기 및 센서 개발
•수질계측기 설치 및 A/S
•수질계측기 생산 및 실험
•수질계측기 신규 기술 적용 연구
•새로운 수질관련 ITEM 조사 및 개발
•관련기술 특허 등록 및 인증진행

수질
환경

건설환경 사업부

•콘크리트 염화물측정기 개발, 생산
•적정법기반 염화물측정기 개발, 생산
•콘크리트 공기량시험기 개발, 생산
•염화물측정기 센서 제조, 생산
•단위수량측정기 개발, 생산
건설
환경

대윤계기산업
(DAEYOON)

생활
환경

교정시험
사업부

교정•시험 사업부

•국제공인KOLAS 교정 및 시험기관업무수행
•KOLAS 교정인정분야 : 부피, 밀도, 힘, 질량
•KOLAS 시험인정분야 : 수질계측 항목
•교정 및 시험접수, 시험 진행 후 성적서
발부 진행 업무.

생활환경 사업부

•나트륨케어 연구개발 및 생산
•짠맛센서 연구개발 및 생산
•온도계, 온습도계 생산
•블루투스 기반 나트륨케어 생산
•제품 사후대처 및 대리점 관리

기업인증

포상내역

발전사업소 인증/등록

산업지식재산권

•KOLAS 국제공인 교정기관(부피,밀도,힘,질량)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수질측정기 부문)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INNO-BIZ인증기업
•벤처기업인증
•병역특례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ISO9001 [QA International]

•한전 발전5개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
•한전 발전5개사 정비적격기업 인증
•한전 one-KEPCO 수출화기업
•한국서부발전㈜ wp-TOPS 50대 협력기업
•한국동서발전㈜ Tech-Friends기업
•한국중부발전㈜ KOMIPO BEST 100기업
•한국남부발전㈜ KOSPO-Proven Outstanding
Product
•한국서부발전㈜ 수탁기업협의회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협의회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입상-환경부장관상
•제12회 환경기술인의 날 표창-환경부장관상
•중소기업육성-국가산업발전 공로상-대통령 표창
•서울지방병무청 표창장 수상
•대한민국 환경에너지대상 금상
•신기술 상용화-국가산업발전-산업자원부 표창장
•생산성 향상-국가산업발전-국무총리 표창장
•제42회 정밀산업기술대회-지식경제부장관상
•제41회 정밀산업기술대회-지식경제부장관상
•석탑산업훈장-대통령 훈장
•국가환경보호-우수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 한국환경공단 상장
•저탄소 친환경대상 특별상-서울특별시장 상장

•10-1724149 탁도측정기
•10-1630142 센서모듈, 커넥터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질측정장치
•10-2134020 잔류염소 측정기
•10-2113196 다채널 수질 측정 시스템

이 외 60건의 산업지식재산권 특허등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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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Certification)

성능인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관한 시행령 제2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발명의 명칭 : 다채널 수질측정 시스템
•제품명 : 다항목 수질분석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온도)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임.(발명진흥법 제 39조)

국립환경과학원 형식승인 인증

•제 DWMS-TM-2020-04호 [탁도]
•제 DWMS-CM-2020-05호 [잔류염소]
•제 WTMS-pH-2020-2호 [pH]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KC인증)

•R-R-DyS-DWS-9000B

관련 특허 등록 4건

•10-1724149 탁도측정기
•10-2134020 잔류염소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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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0142 센서모듈, 커넥터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질측정장치
•10-2113196 다채널 수질 측정 시스템

핵심 센싱기술의 장점(Strength) 5가지

01
02
03
04
05

회전전극식 잔류염소센서 기술적용으로 관리의 편리함 추구
→ 센서오염방지, 안정적인 지시치 출력.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유도전기방식의 비접촉방식 디지털 센싱기술 적용 →
pH, 잔류염소, 전도도, ORP, DO, MLSS, SS 외.

장수명 적외선LED광원을 적용한 탁도센서를 통해 소모품 교체비용의 절감 추구.
티타늄재질 전도도센서 적용을 통해 센서 내구성 극대화 실현.

※ 센서 이상 발생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유지관리의 편리함 추구, 소모품 발생예산의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설계됨.

먹는물 측정분야 센서사양

pH/온도 센서

•모델명 : pH-9000
•측정방식 : 복합유리전극방식
•측정범위 : 0 ~ 14 pH
•사용온도 : 0 ~ 110 ℃
•정밀도 : 0.01 pH 이하
•응답시간 : 30초 이내(90%)
•사용압력 : 0 ~ 6 kgf/cm 2
•전해액 : KCl 무보충 타입
•온도보상 : 자동/수동 (PT1000 ohm)
•온도센서 : 온도센서 내장 타입(측온저항체법)
•특징 :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 전송

잔류염소 센서

•모델명 : RC-9000
•측정방식 : 폴라로그래프법(회전 전극식)
•측정범위 : 0 ~ 2 mg/L
•정밀도 : ± 0.5% of F.S
•응답시간 : 2분 이내(90%)
•온도보상 : 자동/수동 (PT1000 ohm)
•측정구조 : 모터 회전에 의한 회전전극 방식
•세정방식 : Bead 순환 세정
•특징 :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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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Multi Channel Water Quality Analyzer

탁도 센서

•모델명 : TBD-9000
•측정방식 : 90도 산란광 방식
•측정범위 : 0 ~ 10/100 NTU
•사용온도 : 0 ~ 80 ℃
•정밀도 : ± 1 % of F.S
•응답시 간 : 5분 이내(90%)
•기포제거 : 미세기포 제거 구조 내장형
•온도보상 : 자동/수동 (PT1000 ohm)
•광원 : 적외선 LED (IR 880nm)
•특징 : 디지털 전송

전도도 센서

•모델명 : CD-9000
•측정방식 : 2전극식
•측정범위 : 0 ~ 2,000/20,000 uS/cm(임의조절가능)
•사용온도 : 0 ~ 110 ℃
•정밀도 : ± 0.05% of F.S
•응답시간 : 30초 이내
•사용온도 : 0 ~ 110 ℃
•사용압력 : 0 ~ 10 kgf/cm2
•재질 : 티타늄
•온도보상 : 자동/수동 (PT1000 ohm)
•셀상수 : 1 cm-1
•특징 :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 전송

다항목 수질분석기 구성 (정수, 배수, 스마트관망관리)

•본 계측기기 및 센서는 수중의 수질을 측정 및 감시를

위한 설비로써 변환기는 현장변환기반을 이용하여
측정현장의 옥내/옥외에 설치시 적합한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 발생시 개별적으로 센서를 탈거하여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자립형 판넬 구축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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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사양 (하수용)

pH / 온도 센서 (pH-9000)

ORP 센서(ORP-9000)

DO 센서

MLSS/SS 센서

•측정방식: 복합유리전극방식
•측정범위: 0~14 pH
•정밀도: 0.01 pH 이하
•응답시간: 30초 이내
•사용온도: 0~110℃
•사용압력: 0~6kgf/㎠
•전해액: KCI 무보충 타입
•온도보상: 자동/수동 (PT1000 ohm)
•온도센서: 온도센서 내장 타입(측온저항체법)
•특징: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전송(옵션)

•측정방식: 폴라로그래픽방식 / 광학식
•측정범위: 0~20 mg/L
•정밀도: ±1% of Reading
•응답시간: 2분 이내(90%)
•사용온도: 0~80℃
•사용압력: 0~4kgf/㎠
•온도보상: PT1000 ohm
•특징: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전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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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 복합금속전극방식
•측정범위: ±2,000 mV
•정밀도: ±1 mV 이내
•응답시간: 60초 이내(90%)
•사용온도: 0~110℃
•사용압력: 0~6kgf/㎠
•전해액: KCI 무보충 타입
•온도보상: None.
•특징: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전송(옵션)

•측정방식: 산란광 방식
•측정범위: 0~20,000 mg/L(MLSS)/0~2,000mg/L(SS)
•정밀도: ±1% of F.S
•응답시간: 30초 이내(90%)
•사용온도: 0~80℃
•사용압력: 10kgf/㎠
•온도보상: PT 1000 ohm
•특징: 비접촉식센서, 유도전기방식, 디지털전송(옵션)

On-Line Multi Channel Water Quality Analyzer

센서 도면

pH-9000

ORP-9000

DO-9000

SS-9000

200

1" NPT

TEMP SENSOR

50

폴라로그래피방식

Optical DO probe

광학식
다항목 수질분석기 _ 09

DWS-9000B Dimensions
155 (6.10")

C

CONFIG

CAL

DWS-9000B

ENTER

138 (5.43")

155 (6.10")

Microprocessor Based Analyzer

110 (4.33")

ESC

138 (5.43")

Sensor Dimension

탁도센서

08 _ www.dyme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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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센서

pH/온도센서

전도도센서

On-Line Multi Channel Water Quality Analyzer

기반시설

공장 현황

생산시설

•수질환경 계측기 및 수질센서

생산
•종합적 제품 테스트

현장 구축 사례

부산 정수장

부천 정수장

•서울 구로 에이스테크노타워 2층- 5개 호실

3층- 2개 호실 총 7개 호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 연구개발실, 실험실, 생산라인을 모두 구축.

제품테스트 시설

•다양한 제조사 분석기 비교테스트
•수분석 설비, 구축 제품출하 전

테스트 설비

실험시설

•화학 실험실
•화학센서 제조, 실험용액 제조

부산 정수장

고흥 정수장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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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만의 특•장점 –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업무수행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 국내 1호 KOLAS 국제시험기관.(수질측정기)

•KOLAS인정서

• KOLAS성적서 → 정도검사 시험 대체가능.
• 각종 시험장비 및 실험시설 보유
철저한 제품 테스트와 수질분석.

•관련 법률

•수질분석, 테스트, 시약 등 보유설비

수분석 설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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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비교장비

타사비교장비

표준시약

Why DAEYOON?

당사는 수질계측기 및 센서 개발부터 생산 실험설비 및 비교테스트 설비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닌 납품 후 설치 및 사후대처(A/S) 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질센서의 이론적 구조 및 설계능력, 수질계측기 변환기의 회로설계 및 프로그래밍 지식을 기반으로 최상의 수
질데이터를 표출시킬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질 센서에 대한 핵심 기술력 보유
•수질측정기 관련 특허 2건 보유
•pH센서 관련 특허 3 건 보유
•잔류염소 관련 특허 4건 보유
•탁도 관련 특허 3건 보유
•전도도 관련 특허 1건 보유
•이 외 60건의 기술특허(등록) 보유 중.

국제적 시장흐름에 맞춰 최신기술을
적용한 지속적인 계측기 업그레이드 및
무상 업그레이드S/W 제공
•년 2회 이상 해외 전시회 관람을 통한 지속적인
세계적 기술동향 파악.
•새로운 신기술 적용 / 외산제품의 장점 연구
및 적용
- IoT기반 수질계측기 구성(Wifi통신,
App개발, Server연동기술)
- 회전전극 방식의 잔류염소 센서 적용
(기존 일본제품 위주의 방식)
- 유도전기방식을 이용한 비접촉식 센서기술
(pH,전도도,잔류염소센서적용)

20여년간의 구축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이해도
•정수, 배수지, 하수, 플랜트 등 다양한 환경에
계측기를 구축한 경험.
•현 장설치 노하우를 통하여 최적의 설치방법
컨설팅 지식보유.
•센서 작동원리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
문제시 정확한 진단과 대처방법 제시 능력 보유.

수질계측기 국제공인 시험기관
(KOLAS시험기관)
노하우 및 실험설비를 통한 정도검사
대체 시험 능력 보유
•KOLAS국제공인 시험기관 업무능력 및 인력
보유
- KOLAS 시험성적서가 정도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법안 개정.
- 당사제품 설치시 향후 정도검사 진행에 유리한
점 작용
•수분석 설비, 비교테스트 장비(국내외 다양한
설비 및 장비보유)를 통하여 자체 제품실험 및
현장 수분석 요청시 실험데이터 제공.

다항목 수질분석기
On-Line Multi Channel Water
Quality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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