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팎의 온습도와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오염도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도시아파트생활하는 경우 아이들 대부분이 아토피등으로 고생하는데

집안의 공기오염도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하신 경우

우리집 실내의 공기오염을 알려드립니다.

가려움→긁기→가려움

온습도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

오염도를 측정기로 측정하여

무선으로 로 볼 수 있습니다.집안의 컴퓨터

우리아이

과연 안전할까?
유치원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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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시스템의 대기오염모니터링 시스템

구성품
1. 센서박스(공기오염측정기계) + 전원단자

2. PC 소프트웨어 + 무선송수신기 + 수신기 전원단자

실내공기오염도와 온습도를 보여드립니다!

센싱에 의한 순수 국내기술로 모든제품 및 무선시스템은 인증된 제품이며, 1년간 A/S가 가능합니다.

＜ 대기오염모니터링 시스템 ＞

실내생활중 내부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유기화합물),

온습도의 농도를 알려주며, 기준치(환경부기준)적용하여 아래부터

단계별로 LED와

PC화면에서 공기오염도를 실시간 보여드립니다.

“아주좋음, 좋음, 보통, 안좋음, 위험, 아주위험”

집안의 천식등 환자와 아토피등 피부관련 어린이, 새집증후군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할수도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비치시 항상 실내의 쾌적도를 확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온도, 습도 제어기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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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시스템 - 대기오염모니터링 시스템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의 북경등 주요도시를 타겟시장으로 외국 수출을 우선하여 추진중이며,

실제 중국의 민간에서 대리점 및 총판, 합작등의 관련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리점 및 총판관련 관심자는 연락바랍니다.

≫ 공기정화시스템

외부 공기 오염 측정기, 내부 공기 오염 측정기, 중앙 제어기, 유입 유출 펜, 주방용 열화상카메라

각 기기는 무선으로 상호 통신하며, 각 기기는 소형 이동 부착식으로 설치 및 이동이 간단하며, 

각 기기 내에는 동작 센스가 내장되어 고객의 핸드폰 등 지정기기에 통지 가능하여, 소방 예방 화재 

신고 및 도난 방재 등의 부속적인 기능 수행함

실내 공기를 필터링하여 정화시키는 실내공기정화운전과, 실내 공기를 실외 쪽으로 배출시키는 

실내공기배기운전과 필터링하여 정화된 실외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실외공기급기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실외공기의 오염도 보다 클 때는 상기 실내공기정화운전을 

수행하고, 상기 실내 공기 정화 운전 도중 실외 공기의 오염도가 실내공기의 오염도 보다 클 때는 

상기 실내공기정화운전과 실외공기급기운전을 수행하도록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정화시스템

본 발명은 공기정화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기정화기의 

공기정화능력을 한단계 더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기정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공기정화시스템은 실내공기를 

필터링하여 정화시키는 실내공기정화운전과, 실내공기를 실외 쪽으로 배출시키는 실내공기배기운전과 필터링하여 

정화된 실외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실외공기급기운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하고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실외공기의 

오염도보다 클 때는 상기 실내공기정화운전을 수행하고, 상기 실내공기정화운전 도중 실외공기의 오염도가 

실내공기의 오염도보다 클 때는 상기 실내공기정화 운전과 실외공기급기운전을 수행하도록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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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제품에 대한 설명

▶ 운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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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법

인공지능 공기정화시스템 개략도

1. 센서박스(공기오염측정장치)를 원하는 곳의 장소에서 220V 전원을 연결합니다.

2. 동봉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PC뒷면에 무선송수신기 소켓을 설치합니다.

3. PC송수신기에도 전원연결선을 연결합니다.

4. PC화면에서 측정된 값이 화면에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5. 센서박스를 추가로 구입시 동시에 두 대까지 측정된 값을 동시에 볼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한 대는 내부에 한 대는 외부에 두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방, 작은방, 욕실, 거실 등에 두 대를 따로이 두고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본 제품은 섬세한 전자기기 및 센서로 외부의 충격에 기기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보관과 사용시 각별히 사용바랍니다.

폼알데히드

외  6가 지  

오염 측정

(실 시 간 )

열화상카메라, 

이동센스장착시 

무선시스템이용 

무단침입·화재 

동작감지센서

환기자동제어시스템

환기자동제어시스템

내외부 오염도 비교후 

외부공기 유입 및 내부공기 

환기를 인공지능적으로 

내외부 공기 순화·환기를 

메인컨트롤박스에서 결정

부가적으로 열화상카메라의 

열 감지시 화재신고 및 

휴대폰 사진전송, 무단침입시 

이동센스 포착하여 경보 및 

휴대폰 전송처리 기능
폼알데히드

외  6가 지  

오염 측정

(실 시 간 )

중앙컨트롤박스

24시간 
환기자동제어시스템

대왕시스템 - 특허등록증

제품의 무선모듈 및 센서등은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내는

각센서 및 모듈별 스펙은 첨부된 안내서에서 참고바랍니다.

02-2675-3311 혹은 robin100@netsgo.com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대한민국특허대전동상 상장

공기정화시스템 엘이디바 초절전윙카시스템 대왕시스템 벤처기업인증서

2015년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2015년 대한민국 BEST 경영인

fan

fan



대기오염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법

인공지능 공기정화시스템 개략도

1. 센서박스(공기오염측정장치)를 원하는 곳의 장소에서 220V 전원을 연결합니다.

2. 동봉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PC뒷면에 무선송수신기 소켓을 설치합니다.

3. PC송수신기에도 전원연결선을 연결합니다.

4. PC화면에서 측정된 값이 화면에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5. 센서박스를 추가로 구입시 동시에 두 대까지 측정된 값을 동시에 볼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한 대는 내부에 한 대는 외부에 두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방, 작은방, 욕실, 거실 등에 두 대를 따로이 두고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본 제품은 섬세한 전자기기 및 센서로 외부의 충격에 기기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보관과 사용시 각별히 사용바랍니다.

폼알데히드

외  6가 지  

오염 측정

(실 시 간 )

열화상카메라, 

이동센스장착시 

무선시스템이용 

무단침입·화재 

동작감지센서

환기자동제어시스템

환기자동제어시스템

내외부 오염도 비교후 

외부공기 유입 및 내부공기 

환기를 인공지능적으로 

내외부 공기 순화·환기를 

메인컨트롤박스에서 결정

부가적으로 열화상카메라의 

열 감지시 화재신고 및 

휴대폰 사진전송, 무단침입시 

이동센스 포착하여 경보 및 

휴대폰 전송처리 기능
폼알데히드

외  6가 지  

오염 측정

(실 시 간 )

중앙컨트롤박스

24시간 
환기자동제어시스템

대왕시스템 - 특허등록증

제품의 무선모듈 및 센서등은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안내는

각센서 및 모듈별 스펙은 첨부된 안내서에서 참고바랍니다.

02-2675-3311 혹은 robin100@netsgo.com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대한민국특허대전동상 상장

공기정화시스템 엘이디바 초절전윙카시스템 대왕시스템 벤처기업인증서

2015년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2015년 대한민국 BEST 경영인

fan

f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