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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의 머리 자 D와 테크 및 테스터의 머리 자 T는 상호의 한이름으로
관련부서 및 업체간 긴 히 서로 협조, 의지하여 함께 업무를 원할하게
이어가며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크및로고의미해설



대경정 테크 상호로 광희동에서 사업개시

대경정 테크에서 대경테크로 상호 변경

방진고무 및 금속 컴퓨터 제어식 피로시험기 개발성공

볼트축력 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EM 마크 획득

개인사업에서 대경테크주식회사로 법인전환

국립기술품질원지정 국가공인기관(힘분야) 지정

유망중소기업지정(중소기업은행)

신기술벤처기업지정

인천 남동공단으로 확장이전

우량기업 지정(중소기업은행) 

ISO 9001, ISO 9002인증

IS0/IEC 17025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증 (KOLAS KC02-142호)

부설 연구부서 설립(연구소명 : 재료물성 시험기)

국제공인 교정기관 확대인증(힘/토크, 재료물성 2분야17항목)

EM mark 인증 - 유압식 힘 교정기(서보모터제어식: 50 kN ~ 1MN)

특허 "인장시험기용 연신계" 특허청등록 [특허제 10-0726982호]

디자인 "인장시험기용 연신계" 특허청등록 [제 0401859호]

대경테크(주)부설 재료물성시험기연구소 인정증 취득

Inno-Biz 기업인증서 획득

국제공인 교정기관 확대인증(길이/질량, 재료물성 6분야32항목)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역학시험/로드셀 KS B6409:2003)

벤처기업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인천중소기업청)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지식경제부)

유럽안전규격 CE_MARK 6종 인증(SGS)

특허 "샤르피충격시험기의 제동장치" 특허청등록 [특허제 10-0939810호]

특허 "파이프 확관시험기" 특허청출원

특허 "고충격낙하시험장비" 특허청출원

특허 "엔진밸브마모시험기" 특허청출원

특허 "유리충격시험기" 특허청출원

특허 "토크메타의 신뢰성 검사장비" 특허청등록

디자인 "모터식UTM_1" 특허청출원

디자인 "모터식UTM_2" 특허청출원

부품·소재전문기업(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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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o be World Best 
Vision 2011
Customer Satisfaction, Developing Manpower with Creative Thinking, 
Transparent management 



1991년 설립 이래로 대경테크(주)는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시험기기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경테크의 제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20여개국
에 대리점 체결과 주기적인 교육으로 고객 앞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걸까? 
정신의학적 설명을 하자면 힘은 모자람에서 온다. 
배가 고파야 동물은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따라서 힘이 생긴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자람의 미학이란 결코 없는 자의 지위가 아니다. 
모자람은 축복이다. 
「정신의학자 이시형 박사의 중에서」

모자람을 발견하는 순간 자괴심에 빠져드는 회사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회사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회사나 넉넉한 것이 꼭 복이 아닌 것처럼 모자란 것이 불행도 아닙니다. 
모자람을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자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경테크가 모자람이 많은 회사라 다행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과 대경테크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자람이많은대경테크

DT&T is a manufacturer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high-precision
testing equipments and measuring devic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in 1991, DT&T has concentrated all available
resourc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It self as an unparalleled leader in production of test instruments in Korea. 
DT&T is now producing a variety of test equipments such as Universal Testing Machine,
Hardness tester, pendulum impact tester, torsion and fatigue testers. Etc.
In addition we are not only a manufacturer but also internationally certified calibration &
testing institution.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operation, the company has accumulated an extensive, far-
reaching experiences and technical know-how involving manufacturing of test equipments.
With these accomplishments in the domestic market, DT&T decided to extend our sales
territory to the all over the world. 
We will do every effort in order to offer our clients the best quality along with reasonable
price.

ABOUT DT&T

대표이사 주 충 근
President  Mr. Joo



Certified

사업자등록증 문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벤처기업확인증

DTI-603B CE DTU-1000X CE DTR-200N CE DTU-900MHA CE DTR-300N CE

ISO9001

DTT-701D CE

KC-142 KT-366 수출유망중소기업 산학협동협약서

한국서비스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Excellent 
Service Quality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경도기디자인등록증 공장등록증특허증 충격시험기
Patent (Impact Tester)

특허증 신율계
Patent (Extensometer)

인장시험기용연신계
디자인등록증

파단신율계의장출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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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Testing 
Official Recognition

교정 및 시험기관
CALIBRATION

분류코드 (field code)
102
105
106
201
202
203
210
211

선형치수
복합형상
기타 길이 관련량
질량
힘
토크
경도
충격

TESTING

시험항목 (item)
Load cell

국제공인교정기관(KC02-142호) 

국제공인시험기관(KT-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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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Products
히트상품

지속적인 고객의 FEED-BACK 수용과 안정된 생산라인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경테크의
히트상품 입니다.

Thanks to customer’s continuous feedback and our stable production line, this system is a hit
product for Daekyung Tech whose quality has been recognized both at home and abroad. 

자동충격시험기 유압식만능재료시험기

기계식만능재료시험기 기계식만능재료시험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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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Prediction
히트예감

중·소형 볼트의 비틀림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로 써보제어가 가능하
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Us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orsion of small/medium bolts,
this system can be controlled by a servo and equips the structure and
function appropriate to user’s requirements.  

CAPACITY

ACCURACY 

RESOLUTION

SAMPLE FIX. 

CENTERING 

DEAD WEIGHT

100 N.m

WITHIN ±0.8 %

1/200,000F.S.

X-Y TABLE

X-Y LASER

~10kgf

스프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 시험기로써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시험을 보장합니다.

A special tester to measure spring characteristics.  Its touch screen
enables users to conduct the test simply and easily.

CAPACITY 

RESOLUTION

DATA APPLICATION

MAX. 500kgf

1/30,000 (0.0025mm)

Height - Load

Load - Height

Load - Deformation

Deformation - Load

Tortional Tester
비틀림시험기

스프링시험기

DTF-T1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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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tester

DATA EXCEL CONVERSION
DOT PRINTER EQUIPPED

DTU-803S



EXHIBITION
전시회활동

SERVICE TO
SOCIETY
봉사활동

History

About DT&T

Certified

Official recognition

Hit products

Hit predic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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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CLUB
클럽활동

PART 1     MATERIAL TESTER
Universal tester
Tensile, compress, bending tester
Hardness tester
Impact tester
Residual stress evaluation
Fatigue tester
Torsional tester
Friction, wear tester

PART 2 STANDARD CALIBRATOR
Force, torque field

PART 3 SAMPLE PREPARATION EQUIPMENT
Cutting, mounting, polishing

PART 4 TESTER FOR MOTOR VEHICLE PARTS
Engine field
Chassis field
Seat field
The others

PART 5 HEAT, PHYSICAL AND CHEMICAL EQUIPMENT
PART 6 PRESSURE TESTER

Busting, positve·negative pressure
PART 7     THE OTHERS

12

66

72

80

106
1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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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esting
Total Solution



THE OTHERS

123

Better Standards,  
Better Life



WORLDWIDE SALES, SERVICE AND TECHNICAL SUPPORT OFFICES;

CHINA
Daekyung Tech & Tester Mfg. Co., Ltd. Beijing branch
TEL : +86(0)10 8698 8444

MALAYSIA
LESO instruments (M) Sdn Bhd
TEL : +60 3 5121 2673

INDONESIA
PT. Uni Metrika Utama
TEL : +62 21 6530 4111

THAILAND
Trong kamol Co., Ltd.
TEL : +66 0 2361 8889

EGYPT
Technology Vision.
TEL : +202 2620 2705   

DT&T MFG. CO., LTD.
1ST FACTORY AND INSTITUTE FOR RESEARCH
18B-10L, 688-10, GOJAN-DONG, NAMDONG-GU, INCHEON, KOREA
TEL : +82 32 822 5511
FAX : +82 32 821 4580
http : www. idtnt. com
E-mail : info@dktt.co.kr

CALIBRATION AND HARDNESS DEPT.
117B-9L, B/d B, #108, 686-7, NAMDONG-GU, INCHEON, KOREA

LOCAL AGENT
Kyeongnam & Daegu - Korea PME
TEL : +82 55 297 0838
FAX : +82 55 294 3197

Ulsan-SEIN Instruments
TEL : +82 52 294 5530
FAX : +82 52 294 5527

PAKISTAN
Chemtech International (Pvt) Limited
TEL : +92 21 3452 8415

IRAN
Payesh Karan Amin Company
TEL : +98 21 4421 9458

VIETNAM
VNID JSC (Hanoi)
TEL : +84 4 35400964

HaPhan Trading Joint Stock Company (HCMC)
TEL : +84 8 35471584 ~ 87

INDIA
Micron Metrology
TEL : +91 080 25422021

www.id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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