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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다 

최선을 추구하는 

기업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시어,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를 제출 또는 방문, 상담하겠습니다. 

전기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더욱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 있으시길 바라며 귀사(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안내 및 
취급 제품 소개

대표      김  영  철 
010-8787-7696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E동 811호

Tel 02-2616-5696(대표), 5645 / 070-7526-5696
Fax 02-2686-5696
E-mail dmfurnace@naver.com  /  dmfurnace@dmfurnace.com

1. 실험 / 생산용 전기로, 오븐 및 관련 부품

ㆍ실험 / 생산용 전기로(1800 ℃, 1700 ℃, 1500 ℃, 1200 ℃) 온도 / 형태별

ㆍ금속, 세라믹, QUARTZ TUBE 및 TUBE END SEAL 

ㆍCONTROLLER / PROGRAMMER / RECORDER 및 관련 소모품

ㆍ발열체 [MoSi2 or KANTHAL SUPER / SIC / KANTHAL 저항선 외 각 종류]

ㆍ열전대 [THERMOCOUPLE C, B, R, S, K  TYPE 별 각 종류]

ㆍGAS SYSTEM [H2, N2, Ar, Air, CH4, O2 등]

2. 특수 규격의 전기로 제작 및 장치 제작

ㆍ진공로 및 각종 GAS 분위기 전기로

ㆍROTARY TUBE FURNACE

ㆍTURBULA MIXER (3D 혼합기)

ㆍ특수 규격의 전기로 제작

ㆍ초미분쇄기 (ATTRITOR)

ㆍ각종 장치 제작 및 연구 기자재 제작 –BALL (POT) MILL 등

3.  기존 보유 장비에 대한  
지원 및 A/S 가능

DAEMYOUNG ENTERPRISE CO., LTD. 

전기로(FURNACE) 전문 제조ㆍ판매



실험 / 생산용   전기로
EXPERIMENT / PRODUCTION   FURNACE

ㆍ온도 범위: 1200 ℃, 1500 ℃, 1700~1800 ℃

ㆍ분위기용 SUS & INCONEL RETORT (CHAMBER)

ㆍPROGRAM CONTROL 가능 

ㆍ주문 제작 가능

BOX TYPE 
산화 및 분위기

ㆍ온도 범위: 1200 ~1700 ℃

ㆍ실험 (도가니형) / 생산용

ㆍCAR TYPE, ELEVATOR TYPE 등 적재가 편리함

ㆍ도가니형, ROTARY TUBE F’CE, 오븐, 주문 제작 가능 (특수 규격)

ㆍ온도 범위: 100 ~1700 ℃

ㆍ특수 목적 및 용도의 주문 제작 가능

도가니형, 회전형
오븐 및 생산용로

ㆍ온도 범위: 1200 ℃, 1500 ℃, 1700 ℃

ㆍ적용 TUBE:  HIGH ALUMINA, MULLITE, QUARTZ, INCONEL, SUS TUBE

ㆍPROGRAM CONTROL 가능

ㆍ GAS FLOWMETER / MFC SYSTEM / VACUUM SYSTEM (10-3 / 10-5 Torr)

TUBE TYPE 
수평/수직, 
산화/분위기 및 진공

CUSTOMIZATION  
FURNACES

www.dmfurnace.com
DAEMYOUNG 



실험 / 생산용   전기로 부품
EXPERIMENT / PRODUCTION   FURNACE PARTS

ETC.QUARTZ PARTSTHERMOCOUPLES

HEATING ELEMENTS TUBES (ALUMINA, QUARTZ, METAL) CRUCIBLES

ㆍ용도: 분말의 건조, 하소, 열처리

ㆍ온도 범위: 상온~1500 ℃

ㆍ소품종 대량생산에 유리

ㆍ공급 및 배출을 자유롭게 조절

ㆍ 한번 승온 후 배출로 인한 온도의  
하강이 없음

ㆍHEATING ZONE의 균일한 온도 분포

연속식  ROTARY KLIN

ㆍ용도: 연구 실험용

ㆍMODEL: DMC 1~3B, S

ㆍTYPE: CIRCULATION/BATCH

ㆍPOWER: 0.4 KW~1.5KW

ㆍCAPACITY: 0.5L~3L

초미분쇄기  ATTRITOR

ㆍ형식: 1단, 2단, 3단, 1열, 2열식

ㆍ용량: 0.5 L, 1 L, 2 L, 5 L

ㆍ POT 재질: AL2O3, 6PLA, TEFLON

ㆍPOT SPEED 측정 가능

ㆍ 연구소 및 실험실에서 원료의 소량 
분쇄 및 혼합에 사용됨

POT (ROLLER) MILL

ㆍ 용도: 각종 세라믹, 금속 산화물 등의 혼합

ㆍMODEL: DM-T2, DM-T17

ㆍ각종 금속 화합물 혼합에 적합

ㆍ 비중의 차이가 큰 것부터 작은 물질까지
분체↔분체, 분체↔액체, 액체↔액체 
혼합이 가능함

ㆍ용기를 자유롭게 이용 및 설치

ㆍ 혼합 시간이 일반 믹서에 비해 1/4~1/5 
시간이 단축

ㆍ용기 내 99% 충전 운전이 가능

혼합기  TURBULA MIXER

실험 / 생산용   회전로 / 초미분쇄기 / 혼합기
EXPERIMENT / PRODUCTION    ROTARY TUBE F’CE / ATTRITOR / TURBULA MIXER

대표   

김  영  철 010-8787-7696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E동 811호

Tel 02-2616-5696(대표), 5645 / 070-7526-5696 
Fax 02-2686-5696 
E-mail dmfurnace@naver.com
 dmfurnace@dmfurnace.com

www.dmfurnace.com
DAEM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