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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ondestructive Testing
Latest NDT Equipment



What does Dooroo do?
두루테크(주)는 “improving Quality”를 회사 경영이념의 핵심으로 삼아 각종 산업설비와 용품들을 

완벽하게 검사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최신비파괴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술력을 지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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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 탐상 검사용 제품

휴대용 자분 탐상기 DY-2 

- 교류식이며 강력한 자장을 형성

- 초소형 경량이며 휴대가 편리함

- 강력한 내구성

- 건식, 습식, 형광 자분 적용

- Pole을 연결하거나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험체 검사 가능

- 접근이 힘든 위치의 검사가 가능

전원

소비전력

극간거리

기자력

자화방식

케이블 길이

크기

무게

220VAC/50~60Hz 구성품

Yoke DY-2 1 set 

1 ea 

1 pair 

1 ea 

1 ea 

1 ea 

파워케이블 

2 Universal poles 

운반용 케이스 

매뉴얼 

성적서 

2.6 amps

Center : 135mm

Universal pole : 25~185mm

최대 7kg

교류

4미터

L220XD46XH155mm

2.2kg

Specification장비 특징

[휴대용 자분 탐상기]는 극간법에 
의한 자분탐상법 용도로 사용하며 
시험체의 부분 또는 전체를 자장 
사이에 위치시켜 자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시험체에 선형 자장을 
형성함으로써 주조물이나 용접부 
등의 시험체 표면과 표면 직하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과 함께 신뢰도 높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분 탐상용 약품

14A 형광 자분을 오일과 규정량으로 배합하여 
만든 에어졸 형태의 제품으로 습식 자분 탐상 
검사법에 사용되며 시험체의 표면에 분사한 후 
자분 탐상 장치로 자화를 시킴과 동시에 
블랙라이트를 사용하여 표면 또는 표면 직하의 
미세 결함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 자분 DM-F

흑색 자분을 오일과 규정량으로 배합하여 만든 
에어졸 형태의 제품으로 습식 자분 탐상 검사법에 
사용되며 시험체의 표면에 분사한 후 자분 탐상 
장치로 자화를 시키면 표면 또는 표면 직하의 미세 
결함을 검출해 낼 수 있으므로 본 제품과 함께 
신뢰도 높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흑색 자분 DM-B

건식 및 습식 자분 탐상 검사시에 시험체의 표면이 
거칠거나 색상이 불투명할 때, 백색 자분 페인트 
DM-W를 뿌려 검사를 하면, 높은 콘트라스트로 
미세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건조되고 
후처리시에도 잘 벗겨지며 신뢰도 높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색 페인트 DM-W

MT Magnet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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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탐상 검사용 제품

침투 탐상용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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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제 
제거성 침투액이며 에어졸 형태의 제품으로 침투 
탐상 검사법에 사용됩니다. 시험체에 침투액을 
분사하면 개구부 결함으로 침투액이 스며들게 
됩니다. 거친 표면 및 대형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험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본 
제품으로 신뢰도 높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침투액 DP-P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제성 현상액이며 
에어졸 형태의 제품으로 침투 탐상 검사법에 
사용됩니다. 시험체의 결함으로 침투제가 스며든 
후 현상제를 분사하면 결함으로 스며든 침투액을 
흡착시켜 결함 부위를 적색 지시로 나타나게 
합니다. 다양한 시험체에 적용 가능하며 본 
제품으로 신뢰도 높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상액 DP-D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액이며 에어졸 
형태의 제품으로 용제성 침투 탐상 약품 등을 
세척하거나 침투 탐상 검사 전 시험체의 표면을 
세척하는데 사용됩니다. 비염소, 가연성이며 주요 
규격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으로 세척을 하시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척액 DP-R



- 제네레이터 본체
- 콘트롤러 장비
- 센터링 디바이스
- Low 케이블 -20m(6.0kg)
- 전원 케이블 -10m(1.7kg)
- 가방
- 20m 케이블과 경고등

- 100% Duty Cycles 를 자랑한다.
- 관전압의 범위가 넓다.
- 1.0kV 단위로 관전압 조절이 가능하다.
- 관전류의 조절이 가능하다.(0.1mA ~ 6mA)
-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 무게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다.
- 최대 40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 모델 종류에 관계없이 제네레이터와 콘트롤러의 호환이 가능하다.
- 초경량 휴대용 X-ray 장비
- 수명이 긴 X-ray 튜브
- 견고하고 효율성 높은 냉각 방식
- 파노라믹 모델은 rod anode 형태로 Focal Spot이 외부에 위치하여 효율이 높음.
- SITE-X 시리즈는 특별한 성능과 신뢰도가 높은 X-선 장비임

SITE-X 제품 특징

제품 구성

RT Radiography Testing

방사선 발생기 IC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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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286 컨트롤러 SITE-X 360SITE-X 300SITE-X 250



SCU-286 컨트롤러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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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투과 검사용 제품

FEATURES UNITS C2007 D2008 C2505 D2506 C3005 D3006 C3605 D3605

출력관전압 범위 Output voltage range kV 70 to 200 70 to 200 70 to 250 70 to 250 90 to 300 90 to 300 120 to 360 120 to 360

출력 전압 변동 단위 Output voltage selection step kV 1 1 1 1 1 1 1 1

관전류 범위 Tube current range mA 1 to 7 1 to 8 1 to 5 1 to 6 1 to 5 1 to 6 1 to 5 1 to 5

관전류 변동 단위 Tube current selection step mA 0.1 0.1 0.1 0.1 0.1 0.1 0.1 0.1

X-Ray 조사각도 Maximum useful angle of X-ray beam (。。)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360x(2x20) 60x40

초첨 크기 Dimensions of optical focal spot mm Ø5 x 0.8 2.5 x 2.5 Ø5 x 0.8 2.5 x 2.5 Ø5 x 0.8 2.5 x 2.5 Ø6 x 1 2.6 x 2.6

고유여과 필터 Inherent filtration mm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2.5 (Al)+0.4(Ni)

Carrousel of internal diaphragms with lead
cap

- no yes (4+1) no yes (4+1) no yes (4+1) no yes (4+1)

듀티 싸이클 Working cycle at 40。 ℃ ambient temp.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동 온도 범위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25 to +70

보관 온도 범위 Storage temperature range ℃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40 to +80

SF6 insulation pressure at 20。 ℃ kg/cmⓒ~ 5.0 5.0 5.0 5.0 5.0 5.0 5.0 5.0

Cooling fan supply voltage VDC 24 24 24 24 24 24 24 24

Weatherproof level -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최대 투과두께
Penetration into steel at max. power
(FFD=700mm/Film D7pb/D=1.5/T=20 min)

mm Fe 36 41 48 54 62 70 73 82

Guard ring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Position of interconnection socket choice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Axial/Radial

Number of telescopic centring device
(FFD=700mm)

- 3 1 3 1 3 1 3 1

최대누설선량 (1m) Maximum leakage dose at 1 m mSv/h 2.5 2.5 10 10 10 10 10 10

Micro controller HT measurement circuit 
(kV and mA)

-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X-Ray Generator크
기

Overall dimensions mm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771 Ø346 x 831 Ø346 x 831 Ø400 x 930 Ø400 x 930

무게 Total weight without guard rings kg 27 27 27 27 29 30 46 46

Specification

80286 인텔 프로세서를 갖춘 공업용 PC 보드를 
기초로하여 고안된 SITE-X Standard Controller Unit 
은 작은 배치에서 생산된 공업용 장비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것의 트랜 시터 
파워 서킷은 조작자가 실직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인식이 없다거나 연결된 발생장치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부류의 모든 제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SCU-286은 IP65 Weatherproof 를 
보증한다. 영하 25도에서 영상 55도까지의 기온에서 
SCU-286은 만족스런 작업을 할 수 있다.

- 가볍고 인체공학적이고 견고함.
- 조작이 간편한 판넬구성
- 반사차단 스크린으로 밝은 표시판
- 압력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 조사를 보장.
- 정확한 방사선 파라메타를 위한 제네레이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직접 측정하는 시스템(이자료에 기초하여 KV 및 mA는 0.5%
  까지 안정도 유지)



UT Ultrasonic Testing

다나트로닉스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iFlaw 디지털 초음파 
결함 탐상기는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난 7인치 대형 
WVGA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장착 하였습니다. iFlaw는 
자동으로 가로화면에서 세로화면으로 회전이 가능하므로, 
작은 장비 하나로 고객에게 두개의 결함 탐상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iFlaw는 IP67 등급으로 먼지나 습기가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7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화면 
- 가로, 세로화면 자동 회전 기능 
- 간편하고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동작 
- 게이트와 게인, 범위, 딜레이를 클릭하고 드래그 가능 
- 빛 감지 센서 장착으로 화면 콘트라스트 자동 조절 
- 먼지나 습기에 강한 IP67 등급 
- 1.13Kg으로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
- 8~9 시간 동안 배터리 사용으로 작동 
- TOFD 와 B-스캔을 위한 엔코더 부착 가능 
- VGA(HDMI) 와 USB 외부단자 
- BNC 또는 Large LEMO 커넥터 
- 30Mhz 스퀘어 웨이브 
- 600v 펄서  

초음파 결함 탐상기 iFlaw

10Hz ~ 1000Hz펄스 반복 주파수

감도

댐핑

주파수대역

화면

재질속도

범위

모드

출력

무게

사이즈

전원

0~110 dB

50, 63, 150, 400 ohm

1.86 ~13400 mm

Pulse Echo, Dual, Through Transmission

USB, Analog output, VGA output

1.13 ~1.36 kg(배터리 갯수에 따름)

208 X 172 X 53 mm

100 ~240V/50~60Hz

0.2 ~ 30Mhz

7” WVGA 터치스크린

635 ~ 15240 m/S

Specification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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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자동 화면 회전 기능

먼지와 습기에 강한 IP67 등급



초음파 분야에서 60년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력을 지니고 
있는 다나트로닉스는 자사의 첫 휴대용 디지털 초음파 두께 
측정기인 EHC-09DL, EHC-09, EHC09B 시리즈 출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EHC-09 초음파 두께 측정기 시리즈는 
주로 강철 구조물의 잔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HC-09B는 기본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초음파 두께 
측정기로써 주로 한쪽 면만 접근할 수 있는 철강 
구조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게 두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자사의 보다 정교한 
모델과 동일하게 고무 키패드와 고밀도 플라스틱 
케이스로 조립된 EHC-09B는 심플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EHC-09 시리즈의 모든 
탐촉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제조사로 보낼 필요 없이 
EHC-09 또는 EHC-09DL 버전으로 현장에서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EHC-09는 데이터로거 기능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두께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이 집약된 중급 
모델입니다. EHC-09는 게인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알람 조건시 진동을 울리거나 키패드가 밝아지게 
할 수 있으며, 탐촉자 교체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자사는 간단하게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에코 투 에코 기능, B-스캔 
기능, 50,000개 데이터로거 기능 추가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HC-09DL은 EHC-09 시리즈 중에 가장 상위 
모델으로써 EHC-09의 모든 기능에다가 부가적으로 
데이터로거 기능, B-스캔 기능, 에코 투 에코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오른손 또는왼손으로 
장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스트랩과 벨트 클립이 
있는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 EHC-09

0.20 mm ~ 508 mm측정범위

재질속도

분해능

주파수

동결기능

배터리

작동시간

작동온도

사이즈

무게

0.508 ~ 18,699 mm/usec

0.01mm, 0.1mm

최대 200시간(백라이트 사용시 40시간)

섭씨 -20 ~ 50도

127 X 76.2 X 31.75 mm

0.23 kg

0.5 ~ 30 MHz(-3db)

고온 측정을 위한 동결모드 지원

2AA

Specification

- 탐촉자 인식, 알림 기능 : 탐촉자 교체시 사용자에게 알려줌
- 진동 알람 기능
- 키패드 조명 알람 기능 : 측정치가 건전/불건전한지 식별하기
   쉽게 색상으로 표시됨
- 왼손잡이/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

제품 특징

제품별 소개

EHC-09B

EHC-09

EHC-09DL

8

초음파 탐상 검사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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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트로닉스사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고해상도 칼라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초음파 두께 측정기 EHC-09 Wave 
출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칼라 A-스캔 기능이 있어서 
표시된 두께 값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A-스캔 파형이 
필요한 많은 응용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석유 화학,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일러 튜브, 고압, 
고온 파이프 측정에 많이 사용됩니다.

- 세계 최초 칼라 A-스캔 초음파 두께 측정기 
- 파형 색깔 변화 알람 기능 
- 탐촉자 비접촉시에 RF 신호의 색깔 변화 기능 
- 진동 알람 기능 
- 키패드 조명 기능 
- 5만개 두께 측정 값 저장 기능 
- EZ Scan 4 엔코더 장비와 연결하여 B-스캔 가능 
- 에코 투 에코 기능 
- 옵션 기능들은 현장에서 즉시 업그레이드 가능 
- 보증기간 2년 
- 울트라파이프 인터페이스
- 신형 Grid 리뷰 소프트웨어 탑재

초음파 두께 측정기 EHC-09 Wave

0.20 mm ~ 508 mm측정범위

재질속도

분해능

주파수

동결기능

배터리

작동시간

작동온도

사이즈

무게

0.508 ~ 18,699 mm/usec

0.01mm

최대 50시간

섭씨 -20 ~ 50도

127 X 76.2 X 31.75 mm

0.23 kg

0.5 ~ 20 MHz(-3db)

고온 측정을 위한 동결모드 지원

2AA

Specification

제품 특징

9

EZ-Scan 4

Ez Scan 4는 자석 바퀴와 단일 축 선형 
B-스캔 엔코더가 장착된 미니 스캐너이며 
칼라 A,B-스캔 기능이 있는 
EHC-09DLCW 초음파 두께 측정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



다나트로닉스사는 칼라 A-스캔 기능이 있는 고정밀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소개 드리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UPG-07DLCW는 각종 산업용 재료의 
광범위한 두께 측정을 위해 비파괴 측정용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UPG-07 시리지는 흑백 또는 칼라, 기본 부터 
최고 사양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 UPG-07

0.10 mm ~ 508 mm측정범위

재질속도

분해능

주파수

동결기능

배터리

작동시간

작동온도

사이즈

무게

0.508 ~ 18,699 mm/usec

0.001mm, 0.01mm

칼라 40시간, 흑백 200시간

섭씨 -20 ~ 50도

127 X 76.2 X 31.74 mm

0.23 kg

0.5 ~ 30 MHz(-3db)

고온 측정을 위한 동결모드 지원

2AA

Specification

- 10만개 측정 데이타를 저장 기능과 엑셀로 내보내기 기능 
- 0.001mm의 고정밀 해상도
- 30Mhz 대역폭과 스퀘어 웨이브 펄서 
- 게인, 범위, Blanking 조정 기능
- 여러 재질을 측정하기 위한 설정 저장, 불러오기 기능
- 줌 자동 추적 기능
- 모든 소프트웨어 옵션 사항은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가능 
- 진동 알람, 색깔 변화 알람, 조명 키패드 알람 기능
- 탐촉자 교체시 작업자에게 알림 기능
- 간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채택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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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탐촉자 Probe

11

[초음파 탐촉자]는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 진동을 
발신하고 수신하는 능력을 갖춘 디바이스이다.  
초음파탐촉자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검사물에 따라 검사물의 재질, 형상, 표면상태, 
결함의 크기, 결함의 종류 또는 감도용인지, 
분해능인지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사용 하여야 잘 보이는 것처럼, 
검사대상에 맞는 센서 선택이 장비선택보다 우선시 될 
정도로 중요하며 정확한 탐촉자 선택이 정확한 검사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수직 탐촉자]는 주로 종파가 사용되며, 
불감대를 적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댐퍼가 부착된다. 진동자에는 내 마모판을 
사용하여 전극 면을 보호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수직탐촉자는 0도 탐촉자라고도 하며 얇은 
박판검사부터, 단조강, 감쇄가 심한 주조품 
길이가긴 바 또는 롤등의 축방향 검사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된다. 
탐촉자는 일반 접촉식 탐촉자 외에 불감대를 
줄이거나 고온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지연재를 
사용하는 딜레이탐촉자, 이면의 부식이나 
표면에 근접한 결합검사를 위한 듀얼탐촉자, 
비접촉식 물을 이용한 수침용 탐촉자가 있다. 

수직탐촉자 Normal Probe

4Mhz Normal Probe

2Mhz Normal Probe

Frequency
Transducer
Part Number

DC1P10N

DC1P20N

DC1P24N

DC2P10N

DC2P10N

DC2P20N

DC2P24N

DC2P24N

DC4P10N

DC4P10N

DC4P20N

DC4P24N

DC4P24N

DC5P10N

DC5P20N

DC5P24N

MHz

1 0.39 10

10

10

10

20

20

20

20

24

24

24

24

0.79

0.94

0.94

0.94

0.94

0.39

0.39

0.39

0.79

0.79

0.79

1

1

2

2

2

4

4

4

5

5

5

in inmm mm

axb Near Field Distance

0.2 4

17

24

8

34

49

17

68

97

21

85

122

0.7

0.9

0.3

1.3

1.9

0.7

2.7

3.8

0.8

3.3

4.8

Specification

초음파 탐상 검사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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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탐촉자]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표면에 비 평형으로 향하게 하여 결함 
사이즈 또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 
경사각 탐촉자 주사용 각도로는 45 / 60 / 
70 도가 있으며 표면검사를 위한 90도 
센서가 있다.
사각탐촉자는 컨테이너 및 보일러의 용접부 
검사에 많이 사용되며, 특히 나사, 볼트, 
응력이 집중되는 가공부의 균열탐상, 부식 
탐상과 파이프라인에서 용접 이음매 검사에 
사용된다.
센서와 각도별 웨지 분리형과 일체형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이 일체형을 
사용한다.

사각탐촉자 Angle Probe

4Mhz Angle Probe

2Mhz Angle Probe

Frequency
Transducer
Part Number

5P6X6A45

5P6X6A60

5P6X6A70

2P8X9A45

2P8X9A45

2P8X9A60

2P8X9A60

2P8X9A70

2P8X9A70

4P8X9A45

4P8X9A45

4P8X9A60

4P8X9A60

4P8X9A70

4P8X9A70

4P20X22A45

4P20X22A60

4P20X22A70

MHz

5 0.24x0.24 6X6

6X6

6X6

8X9

8X9

8X9

8X9

8X9

8X9

20X22

20X22

20X22

0.24x0.24

0.24x0.24

0.31x0.35

0.31x0.35

0.31x0.35

0.31x0.35

0.31x0.35

0.31x0.35

0.79x0.87

0.79x0.87

0.79x0.87

5

5

2

2

2

4

4

4

4

4

4

in inmm mm

axb Angle Near Field Distance

Steel

45 0.7 19

19

19

15

15

15

30

30

30

184

184

184

0.7

0.7

0.6

0.6

0.6

1.2

1.2

1.2

7.2

7.2

7.2

45

45

45

60

60

60

60

70

70

70

70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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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촉자와 장비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은 전도체, 
절연체, 및 보호막의 순서로 되어있어 보호된다. 
케이블의 종류는 장비의 커넥터 종류 및 센서의 
커넥터 종류에 따라 연결할수 있도록 나뉘어진다. 
검사 접촉매질로 오일을 사용 할 경우 케이블이 
경화되어 손상이 갈 수도 있다. 

케이블 Cables

어댑터 Adapters

Microdot

Lemo 0

Lemo 1

BNC

UHF

Fits Connetor StyleCable Part Number

L1CL1

L1CL

L1CB

L1CM

LCM

LCL

LCB

BCB

BCM

BCU

L1CU

Lemo 1 & Lemo 1

Lemo 1 & Lemo 0

Lemo 0 & Lemo 0

Lemo 0 & BNC

BNC & BNC

BNC & Microdot

BNC & UHF

Lemo 1 & UHF

Lemo 1 & BNC

Lemo 1 & Microdot

Lemo 0 & Microdot

Specification

14

초음파 탐상 검사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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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82-31-742-9005 / FAX : 82-31-742-09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B동 816호 두루테크 주식회사

Woolim Lion’s Valley 2-B #816, 146-8, Sangdaewon-Dong Jungwon-Gu, Seongnam-Si, Gyenggi-Do, KOREA

ndt@doorootech.com

http://www.doorootech.comhttp://www.dooroo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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