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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지능형  공기정화 시스템 



  공기정화시스템 (제 10-0905083)             실내외환경에 따른 사물 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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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기 지그비, 

 와이파이를 통한 

쌍방향 시스템 

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후 앱을  

통한 연결 

<공기센서탐지>  
내부공기 대기  

오염상태 
- 

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
세먼지,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메탄, 
VOCS,온도,습도 

<공기센서탐지> 
외부공기 대기  

오염상태 
-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메탄, 
VOCS,온도,습도 





센서 (내,외부 동일) 무선 송수신 제어장치 

열교환 순환장치 (서울사무소 예시 설치) 열교환 순환장치에 연결된 흡기,배기관 

배기관 

흡기관 



게이트웨이구성도 



경쟁사 

대왕시스템 



센서 Good Normal Sensitive Bad Very Bad High Risk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 관리법 기준 

CO 
(일산화탄소) 

0 ~ 3 4 ~ 7  8 ~ 10 11 ~ 18 19 ~ 20 21 ~ MAX 10 (ppm)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0 ~ 150 151 ~ 350 351 ~ 500 501 ~ 650 651 ~ 800 801 ~ MAX 500 (㎍/㎥) 
ppm→단위변환필요 

CO2 
(이산화탄소) 

0 ~ 300 301 ~ 700 701 ~ 1000 1001 ~ 1300 1301 ~ 1500 1501 ~ MAX 1000 (ppm) 

Dust PH-10 
(미세먼지) 

0 ~ 50 51 ~ 100 101 ~ 150 151 ~ 200 201 ~ 250 251 ~ MAX 150 (㎍/㎥) 

Dust PH-2.5 
(초미세먼지) 

0 ~ 34 35 ~ 70 71 ~ 80 81 ~ 100 101 ~ 130 131 ~ MAX 80 (㎍/㎥) 

HCHO 
(포름알데히드) 

0 ~ 49 50 ~ 100 101 ~ 150 151 ~ 300 301 ~ 400 401 ~ MAX 150 (ppm) 

이산화질소 0 ~ 300 301 ~ 500 501 ~ 600 601 ~ 700 701 ~ 800 801 ~ MAX 600 (ppm) 

메탄 0 ~ 90 9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1 ~ MAX 300 (ppm)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 ■  
 
유지기준(연1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부유세균) 
권고기준(2년 1회)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미세먼지 유지기준 150(㎍/㎥)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1000(ppm) 
일산화탄소 유지기준 10(ppm)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권고기준 500(㎍/㎥) 



공기흐름방향 

전류제어기(ON/OFF) 

및 무선 송수신기 

전시회 사진 



대구시 서구 와룡로72길66 
㈜대왕시스템 

02-2675-3311 



더큰사랑 요양원 (2) 



외부 대기오염 센서박스 

병원 각 병실에  
흡기/배기 환기  
소형팬을 연동 원장실 (실내외 정보 취합) 

중앙제어/지능형 Software 

방별세팅 

층별 게이트웨이 및 센서 설치 

에어컨 온도 
무선리모콘 

소형 대형 
층별 환기팬    
가동시 연동 

더큰사랑 요양원 (3) 



IOT 지능형 전시 유물 관리 시스템 



지능형 박물관 & 

수장고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박스 

온도,습도 및 포름알데히드, VOCS,  
이산화탄소, 메탄 수치를  

실시간 측정하여 컴퓨터 지그비 통신으로  
송신하여 온/습도를 자동조정 

▼ 
박물관 및 수장고 곳곳의  

공기오염도와 온습도를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항온 항습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Iot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An intelligent museum &  

 

Storage Monitoring System 



 가격은 200만원대로 실시간으로 사무실내부에서  
컴퓨터로 박물관 수장고 곳곳의 대기질상태를 확인가능 

 스마트폰 및 컴퓨터로 항온항습기를 수동/자동 제어하여 일정온도습도를 유지 

 박물관 수장고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 개발도 가능하며,  
지능형의 완벽한 관리로 빈틈없는 관리상태를 24시간 유지함.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외출하여도 모니터링 및 제어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비싼 기기관리비용과 많은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여줌으로서 일의 능률도 
올리고 고부가가치의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dmin 

사무실 

집 

박물관내부환경정
보 

항온항습기 

▼ 센서사양
서 



IOT 지능형 LED 시스템 











배터리 태양광충전패널 LED 





초절전 LED 조명 



 각각의 LED마다 저항과 링크가 연결돼 있어,  
 원하는 길이 만큼 잘라 사용하고 남는 LED도 다시 사용가능 
 
 
 
 발열이 거의 없고 12V 이하의 전원공급 장치를 사용하므로  
 합선 화재 예방에 효과적 
 
 
 
 DC 12V 이하의 제품으로, 형광등 대비 70% 절전 효과가 있고  
 10년의 긴 수명을 가지며  
 타사 및 기존 제품 대비 50%절전율과 우수한 광도를 자랑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가시광선이 미미하여 
 실내 이용자의 눈 보호에 좋음 



 
12V 이하의 전원공급장치로 
화재, 감전 위험이 적음↓ 

 
10년의 긴 수명으로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변형 SMPS로  

소비전력 조절 가능 
 

*SMPS : 스위칭 회로를 이용한 전원공급장치 

 

 
낮은 전력 사용량으로 

약 70% 전기요금 절약↓ 
 



LED바 제 10-1281030 



커팅링커     LED                저항 

 대왕시스템의 BAR TYPE LED 

LED     저항    링크 

12V 이하 
전원 공급 

장치 

 기존 BAR TYPE LED 



Power-Saving LED Module Product Pictures 

Module Application - fluorescent lamp 

PCB Base View Top View Top View 





LED FPL관 LED형광등 



기존현광등(220V) 타사LED평판조명(40V~50V) 대왕시스템LED형광등(5V)

소비전력 64W 50W 38W

연간전기료 12,591               8,585                        3,577                       

연1W/@ 360                   360                          360                         

1KW 98 98 98

1W 0.098 0.098 0.098

35W 3.43 2.352 0.98

전기료비교 (하루10시간,월30일,연간365일)

하루 34.3 23.52 9.8

한달 3,529                 1,660                        288                         

연간 12,591               8,585                        3,577                       

발열온도 60도이상(피부접촉시 화상) 60도이상 40도선(피부접촉시안전)

안전사고 고압으로 접촉시 감전사고 24V이상으로 우려됨 전기안전사고우려없음

화재 장기사용시 누전우려 누전우려있음. 12V이하는 화재우려없음.

절전율 100% 22% 41%

밝기 3500 ~ 4750lm 3500 ~ 4750lm 3500 ~ 4750lm







VR 및 헬스케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