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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양한분야에서의Select Doser

역류방지 밸브 역류방지 밸브

분사

침지

안전 축산물 생산 과정

항생제, 양제, 백신, 소독약 등비료

센서

센서

센서

센서

센서

필터

필터
필터

각종 약물

목장, 양계장, 양돈장, 부화장 등축사

질소 인 칼륨

필터

필터

염소 소독약

수경 재배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비닐 하우스

샤워 소독실

약물 투입구 센서

필터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염소 소독약

소독약

수 장

■셀렉트 480
·음수량 측정 정 투약기

■셀렉트 G5
·음수량 측정 정 투약기
-고압(평균 7bar)

■셀렉트 640
·모터가 견고하다.
·튜브의 수명이 길다.
·1:33~1:100,000까지 희석
·하나의 튜브로 희석비율 조절

■셀렉트탠덤 640
·동시 토출량이 많다.

■로거
·음수량 측정 기록 저장 장치
-1분~24시간 단위, 음수량
모니터링 가능

자매품

■셀렉트 640(480) 오토 시간당 정량 투입 시스템 (정량 펌프)

■싱 샷 640(480)  1회당(수동) 정량 투입 시스템 (수동 정량 펌프)

■ pH 콘트롤 자동으로 pH를 조절해 주는 시스템

★★★

인체의혈액투석기를응용: 매우정(95%
이상)하고위생적이다.

음수량모니터링: 총음수량과현재의시간당음
수량이계속화면에나타난다.

모든약물소화: 펌프튜브는강한산성에서도
견딜수있으므로어떠한종류의약물이라도투약
이가능하다.(내약품성)

약물원액통에바로연결: 사전희석이필요
없다. 

기기의내구성: 약물은펌프튜브내부만접촉
하므로약물에의한기기의손상이거의없다.

장연동운동을하는펌프: 약물을효과적으로
깔끔하게이송시킨다.

디지털방식: 조작하기편리하다.

여러용도로활용: 축사, 도축장, 실험동물연구
소, 식품공장, 제약회사, 수처리장, 수장등

셀렉트도사(Select Doser)란? 
음수량(유량)을측정하면서정하게약물(액체)를투
약(투입)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흐르는물(유체) 속에원하는약물(액체)를원하는희
석비율에따라정하게투약(투입)할수있습니다.

특장점

디지털화면상에서의간단한조작을통해이뤄진다.
총15단계의표준희석비율
640 (1:33~1:100,000)
480 (1:50~1:10,000)
G5 (1:33~1:40,000)

간단하다.

기기본체는사용하고자하는장소에부착고정시킨
다.

음수량감지센서와투약구는나사연결을통해급
수라인에설치된다.

음수량감지센서를보호하기위해필터설치를권
장한다.

투약지점의2m 전방에가서약물의희석이완료된다.

1년품질보증및무상A/S (단본인의부주의로인
한경우에는유상A/S)
설치모식도, 제품사용설명서, 부속품리스트등이
제공된다.
기기본체만있으면신규부속품교체에의해반
구적인사용이가능하다.
A/S 요청시신속히처리해드립니다.

A/S

VTH 40 : 2inch (50mm) ⇨400~25,000l/hour
VTH 25 : 1¼inch (30mm) ⇨200~10,000l/hour
VTY 10 : 3/4inch (20mm) ⇨3~2,000l/hour

VTH 40VTH 25VTY 10

음수량측정정투약기(정량펌프)

희석비율조작

설치방법

음수량(유량) 측정

센서별음수량

시간당음수량측정이5초에한번씩이뤄진다.
센서와희석비율에따라시간당최대672∼
25,000리터, 최소3리터까지측정가능하다.
총누적음수량은100,000,000리터(100,000톤)까지
측정된다.
총누적음수량은우측버튼(Set)을3초간누르면0으
로돌아간다.

다스림은동물건강을위한최고의해결책과기술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설치모식도

전원연결

음수량감지기

약물원액연결

약물투약구
물의흐름

설치사례

셀렉트도사와로거

음수량측정및약물투약확인LCD화면

물소독을위해사용되는G5
(부화장)

중앙통제음수투약시스템: 1대의투약기로여러동의약물을각
동별또는전체동에투약(양돈장)

야외에서물소독을위해사용
되는셀렉트480 (산란계)

4종류의약물을동시에투약-
중앙통제방식셀렉트도사와
로거(육계)

24시간365일음수첨가제투
입-대형센서(50mm) 장착(종
돈장)

실험동물물소독(의학연구소)식품첨가제투입(음료수공장)

■무게: 720g(480)
■전원: 640(12V DC, 3.8A) / 480(12V DC, 1.0A) / G5(모터220V, 본체12V 1A)
■투약압력: 최대4.5bar (기종과희석비율에따라최대7bar) 
■약물투약간격: 5초에한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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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

분사

침지

안전축산물생산과정

항생제, 양제, 백신, 소독약등 비료

센서

센서

센서

센서

센서

필터

필터
필터

각종약물

목장, 양계장, 양돈장, 부화장등 축사

질소인칼륨

필터

필터

염소소독약

수경재배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비닐하우스

샤워소독실

약물투입구센서

필터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염소소독약

소독약

수장

■셀렉트480
·음수량측정정투약기

■셀렉트G5
·음수량측정정투약기
-고압(평균7bar)

■셀렉트640
·모터가견고하다.
·튜브의수명이길다.
·1:33~1:100,000까지희석
·하나의튜브로희석비율조절

■셀렉트탠덤640
·동시토출량이많다.

■로거
·음수량측정기록저장장치
-1분~24시간단위, 음수량
모니터링가능

자매품

■셀렉트640(480) 오토시간당정량투입시스템(정량펌프)

■싱샷640(480)  1회당(수동) 정량투입시스템(수동정량펌프)

■pH 콘트롤자동으로pH를조절해주는시스템

★★★

인체의 혈액 투석기를 응용 : 매우 정 (95%
이상)하고 위생적이다.

음수량모니터링 : 총음수량과현재의시간당음
수량이계속화면에나타난다.

모든 약물 소화 : 펌프 튜브는 강한 산성에서도
견딜 수 있으므로 어떠한 종류의 약물이라도 투약
이 가능하다.(내약품성)

약물 원액통에 바로 연결 : 사전 희석이 필요
없다. 

기기의 내구성 : 약물은 펌프 튜브 내부만 접촉
하므로 약물에 의한 기기의 손상이 거의 없다.

장연동운동을하는펌프 : 약물을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이송시킨다.

디지털방식 : 조작하기 편리하다.

여러 용도로 활용 : 축사, 도축장, 실험동물연구
소, 식품공장, 제약회사, 수처리장, 수 장 등

셀렉트도사(Select Doser)란? 
음수량(유량)을 측정하면서 정 하게 약물(액체)를 투
약(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흐르는 물(유체) 속에 원하는 약물(액체)를 원하는 희
석 비율에 따라 정 하게 투약(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 장 점

디지털 화면상에서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뤄진다.
총 15단계의 표준 희석 비율
640 (1:33~1:100,000)
480 (1:50~1:10,000)
G5 (1:33~1:40,000)

간단하다.

기기 본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부착 고정 시킨
다.

음수량 감지 센서와 투약구는 나사 연결을 통해 급
수 라인에 설치된다.

음수량 감지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터 설치를 권
장한다.

투약지점의2m 전방에가서약물의희석이완료된다.

1년 품질 보증 및 무상 A/S (단 본인의 부주의로 인
한 경우에는 유상 A/S)
설치 모식도, 제품 사용 설명서, 부속품 리스트 등이
제공된다.
기기 본체만 있으면 신규 부속품 교체에 의해 반
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A/S 요청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A/S

VTH 40 : 2inch (50mm) ⇨ 400~25,000l/hour
VTH 25 : 1¼inch (30mm) ⇨ 200~10,000l/hour
VTY 10 : 3/4inch (20mm) ⇨ 3~2,000l/hour

VTH 40 VTH 25 VTY 10

음수량측정정 투약기(정량펌프)

희석비율 조작

설치 방법

음수량(유량) 측정

센서별 음수량

시간당 음수량 측정이 5초에 한번씩 이뤄진다.
센서와 희석 비율에 따라 시간당 최대 672∼
25,000리터, 최소 3리터까지 측정 가능하다.
총 누적음수량은 100,000,000리터(100,000톤)까지
측정된다.
총 누적음수량은 우측 버튼(Set)을 3초간 누르면 0으
로 돌아간다.

다스림은동물건강을위한최고의해결책과기술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설치 모식도

전원연결

음수량감지기

약물원액연결

약물투약구
물의흐름

설치 사례

셀렉트도사와로거

음수량측정및약물투약확인LCD화면

물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G5
(부화장)

중앙통제 음수투약시스템 : 1대의 투약기로 여러 동의 약물을 각
동별또는전체동에투약 (양돈장)

야외에서 물 소독을 위해 사용
되는셀렉트480 (산란계)

4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투약-
중앙통제 방식 셀렉트도사와
로거 (육계)

24시간 365일 음수 첨가제 투
입-대형 센서(50mm) 장착 (종
돈장)

실험동물물소독 (의학연구소) 식품첨가제투입 (음료수공장)

■무게 : 720g(480)
■전원 : 640(12V DC, 3.8A) / 480(12V DC, 1.0A) / G5(모터220V, 본체 12V 1A)
■투약압력 : 최대 4.5bar (기종과희석비율에따라최대 7bar) 
■약물투약간격 : 5초에한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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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

분사

침지

안전축산물생산과정

항생제, 양제, 백신, 소독약등 비료

센서

센서

센서

센서

센서

필터

필터
필터

각종약물

목장, 양계장, 양돈장, 부화장등 축사

질소인칼륨

필터

필터

염소소독약

수경재배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

비닐하우스

샤워소독실

약물투입구센서

필터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약물투입구

염소소독약

소독약

수장

■셀렉트480
·음수량측정정투약기

■셀렉트G5
·음수량측정정투약기
-고압(평균7bar)

■셀렉트640
·모터가견고하다.
·튜브의수명이길다.
·1:33~1:100,000까지희석
·하나의튜브로희석비율조절

■셀렉트탠덤640
·동시토출량이많다.

■로거
·음수량측정기록저장장치
-1분~24시간단위, 음수량
모니터링가능

자매품

■셀렉트640(480) 오토시간당정량투입시스템(정량펌프)

■싱샷640(480)  1회당(수동) 정량투입시스템(수동정량펌프)

■pH 콘트롤자동으로pH를조절해주는시스템

★★★

인체의 혈액 투석기를 응용 : 매우 정 (95%
이상)하고 위생적이다.

음수량모니터링 : 총음수량과현재의시간당음
수량이계속화면에나타난다.

모든 약물 소화 : 펌프 튜브는 강한 산성에서도
견딜 수 있으므로 어떠한 종류의 약물이라도 투약
이 가능하다.(내약품성)

약물 원액통에 바로 연결 : 사전 희석이 필요
없다. 

기기의 내구성 : 약물은 펌프 튜브 내부만 접촉
하므로 약물에 의한 기기의 손상이 거의 없다.

장연동운동을하는펌프 : 약물을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이송시킨다.

디지털방식 : 조작하기 편리하다.

여러 용도로 활용 : 축사, 도축장, 실험동물연구
소, 식품공장, 제약회사, 수처리장, 수 장 등

셀렉트도사(Select Doser)란? 
음수량(유량)을 측정하면서 정 하게 약물(액체)를 투
약(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흐르는 물(유체) 속에 원하는 약물(액체)를 원하는 희
석 비율에 따라 정 하게 투약(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 장 점

디지털 화면상에서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뤄진다.
총 15단계의 표준 희석 비율
640 (1:33~1:100,000)
480 (1:50~1:10,000)
G5 (1:33~1:40,000)

간단하다.

기기 본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부착 고정 시킨
다.

음수량 감지 센서와 투약구는 나사 연결을 통해 급
수 라인에 설치된다.

음수량 감지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터 설치를 권
장한다.

투약지점의2m 전방에가서약물의희석이완료된다.

1년 품질 보증 및 무상 A/S (단 본인의 부주의로 인
한 경우에는 유상 A/S)
설치 모식도, 제품 사용 설명서, 부속품 리스트 등이
제공된다.
기기 본체만 있으면 신규 부속품 교체에 의해 반
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A/S 요청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A/S

VTH 40 : 2inch (50mm) ⇨ 400~25,000l/hour
VTH 25 : 1¼inch (30mm) ⇨ 200~10,000l/hour
VTY 10 : 3/4inch (20mm) ⇨ 3~2,000l/hour

VTH 40 VTH 25 VTY 10

음수량측정정 투약기(정량펌프)

희석비율 조작

설치 방법

음수량(유량) 측정

센서별 음수량

시간당 음수량 측정이 5초에 한번씩 이뤄진다.
센서와 희석 비율에 따라 시간당 최대 672∼
25,000리터, 최소 3리터까지 측정 가능하다.
총 누적음수량은 100,000,000리터(100,000톤)까지
측정된다.
총 누적음수량은 우측 버튼(Set)을 3초간 누르면 0으
로 돌아간다.

다스림은동물건강을위한최고의해결책과기술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설치 모식도

전원연결

음수량감지기

약물원액연결

약물투약구
물의흐름

설치 사례

셀렉트도사와로거

음수량측정및약물투약확인LCD화면

물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G5
(부화장)

중앙통제 음수투약시스템 : 1대의 투약기로 여러 동의 약물을 각
동별또는전체동에투약 (양돈장)

야외에서 물 소독을 위해 사용
되는셀렉트480 (산란계)

4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투약-
중앙통제 방식 셀렉트도사와
로거 (육계)

24시간 365일 음수 첨가제 투
입-대형 센서(50mm) 장착 (종
돈장)

실험동물물소독 (의학연구소) 식품첨가제투입 (음료수공장)

■무게 : 720g(480)
■전원 : 640(12V DC, 3.8A) / 480(12V DC, 1.0A) / G5(모터220V, 본체 12V 1A)
■투약압력 : 최대 4.5bar (기종과희석비율에따라최대 7bar) 
■약물투약간격 : 5초에한번(480)

제품상담·문의 Tel : 042-822-6763  www.dasrim.com



음수 소독 도축장

시설 하우스 축 사

농장 출입 소독 수 장

한국 총판 및 기술서비스

다 스 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2-10
Tel : 042-822-6763   Fax : 042-822-6766

제품상담·문의 Tel.042-822-6763  www.dasrim.com

제조원 : Dosing Solutions
United Kingdom
PO Box 103, Saffron Walden, CB11 3GD, 
www.camag.co.uk 
Tel. & Fax: 44 (0) 1799 551199

댜양한분야에서의Select Doser

역류방지 밸브 역류방지 밸브

분사

침지

안전 축산물 생산 과정

항생제, 양제, 백신, 소독약 등비료

센서

센서

센서

센서

센서

필터

필터
필터

각종 약물

목장, 양계장, 양돈장, 부화장 등축사

질소 인 칼륨

필터

필터

염소 소독약

수경 재배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

비닐 하우스

샤워 소독실

약물 투입구 센서

필터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약물 투입구

염소 소독약

소독약

수 장

■셀렉트 480
·음수량 측정 정 투약기

■셀렉트 G5
·음수량 측정 정 투약기
-고압(평균 7bar)

■셀렉트 640
·모터가 견고하다.
·튜브의 수명이 길다.
·1:33~1:100,000까지 희석
·하나의 튜브로 희석비율 조절

■셀렉트탠덤 640
·동시 토출량이 많다.

■로거
·음수량 측정 기록 저장 장치
-1분~24시간 단위, 음수량
모니터링 가능

자매품

■셀렉트 640(480) 오토 시간당 정량 투입 시스템 (정량 펌프)

■싱 샷 640(480)  1회당(수동) 정량 투입 시스템 (수동 정량 펌프)

■ pH 콘트롤 자동으로 pH를 조절해 주는 시스템

★★★

인체의혈액투석기를응용: 매우정(95%
이상)하고위생적이다.

음수량모니터링: 총음수량과현재의시간당음
수량이계속화면에나타난다.

모든약물소화: 펌프튜브는강한산성에서도
견딜수있으므로어떠한종류의약물이라도투약
이가능하다.(내약품성)

약물원액통에바로연결: 사전희석이필요
없다. 

기기의내구성: 약물은펌프튜브내부만접촉
하므로약물에의한기기의손상이거의없다.

장연동운동을하는펌프: 약물을효과적으로
깔끔하게이송시킨다.

디지털방식: 조작하기편리하다.

여러용도로활용: 축사, 도축장, 실험동물연구
소, 식품공장, 제약회사, 수처리장, 수장등

셀렉트도사(Select Doser)란? 
음수량(유량)을측정하면서정하게약물(액체)를투
약(투입)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흐르는물(유체) 속에원하는약물(액체)를원하는희
석비율에따라정하게투약(투입)할수있습니다.

특장점

디지털화면상에서의간단한조작을통해이뤄진다.
총15단계의표준희석비율
640 (1:33~1:100,000)
480 (1:50~1:10,000)
G5 (1:33~1:40,000)

간단하다.

기기본체는사용하고자하는장소에부착고정시킨
다.

음수량감지센서와투약구는나사연결을통해급
수라인에설치된다.

음수량감지센서를보호하기위해필터설치를권
장한다.

투약지점의2m 전방에가서약물의희석이완료된다.

1년품질보증및무상A/S (단본인의부주의로인
한경우에는유상A/S)
설치모식도, 제품사용설명서, 부속품리스트등이
제공된다.
기기본체만있으면신규부속품교체에의해반
구적인사용이가능하다.
A/S 요청시신속히처리해드립니다.

A/S

VTH 40 : 2inch (50mm) ⇨400~25,000l/hour
VTH 25 : 1¼inch (30mm) ⇨200~10,000l/hour
VTY 10 : 3/4inch (20mm) ⇨3~2,000l/hour

VTH 40VTH 25VTY 10

음수량측정정투약기(정량펌프)

희석비율조작

설치방법

음수량(유량) 측정

센서별음수량

시간당음수량측정이5초에한번씩이뤄진다.
센서와희석비율에따라시간당최대672∼
25,000리터, 최소3리터까지측정가능하다.
총누적음수량은100,000,000리터(100,000톤)까지
측정된다.
총누적음수량은우측버튼(Set)을3초간누르면0으
로돌아간다.

다스림은동물건강을위한최고의해결책과기술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설치모식도

전원연결

음수량감지기

약물원액연결

약물투약구
물의흐름

설치사례

셀렉트도사와로거

음수량측정및약물투약확인LCD화면

물소독을위해사용되는G5
(부화장)

중앙통제음수투약시스템: 1대의투약기로여러동의약물을각
동별또는전체동에투약(양돈장)

야외에서물소독을위해사용
되는셀렉트480 (산란계)

4종류의약물을동시에투약-
중앙통제방식셀렉트도사와
로거(육계)

24시간365일음수첨가제투
입-대형센서(50mm) 장착(종
돈장)

실험동물물소독(의학연구소)식품첨가제투입(음료수공장)

■무게: 720g(480)
■전원: 640(12V DC, 3.8A) / 480(12V DC, 1.0A) / G5(모터220V, 본체12V 1A)
■투약압력: 최대4.5bar (기종과희석비율에따라최대7bar) 
■약물투약간격: 5초에한번(480)

제품상담·문의Tel : 042-822-6763  www.dasr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