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to Global Best

저희 대구경 유량계 교정센터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정 및 시험문의

국내 최대구경

유량계 교정센터

(유량계 교정 및 유체기계 성능시험)
수자원연구원 이동근 (전화) 042-870-7652
(우량계 및 수위계 교정)
수자원연구원 신강욱 (전화) 042-870-7680

인정번호 KC01-087호

시설이용 절차

유 량 계
승용차로 오시는길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회덕분기점→호남고속도로 대덕밸리IC(북대전IC)→수자원연구원
광주
호남고속도로 대덕밸리IC(북대전IC)→수자원연구원
전주
대전전주고속도로→회덕분기점→호남고속도로→대덕밸리(북대전IC)→수자원연구원

우 량 계

대중교통 이용시
대전역
버스이용시 : 711번(20분 간격)→전민동 엑스포 APT4거리→수자원연구원 앞 하차
택시이용시 : 약30분 소요
고속터미널
버스이용시 : 888번(1시간 간격)→전민동 엑스포 APT4거리→수자원연구원 앞 하차
택시이용시 : 약25분 소요

상기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정 관련 상세 내용 및 교정신청
http://www.kwater.or.kr
-유체기계 성능시험 관련 시설이용
http://kiwe.kwater.or.kr/

대구경 유량계 교정센터
TEL : 042-870-7652
http://kiwe.kwater.or.kr
(305-390)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1

수 위 계

교정기관이란?
신속정확한
서비스

고객불만감소
고객만족실현

고객의견의
적극적인 수용

연면적 : 폭 35 m × 길이 75 m

국내 최초 우량계 및 수위계 수문관측 데이터 국제공인 인정

최고측정능력 : 0.3 %

수문자료 품질 향상을 통한 효율적 유역 물관리 체계 구축

[교정기관 인정기구]

유량측정범위 : 3~2,700 ㎥/h

수문자료 일관성 확보를 통한 국가 수문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대구경 : 800 mm(국내최대)

KOLAS(Korea Laboratory

교정방식 : 중량법, 마스터미터법

Accreditation Scheme)

ISO/IEC 17025 인정요건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계측기에 대한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교정검사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

연

“국제공인 국가표준 수문관측 전문기관”

국내 최대구경 유량계 교정

측정방식

( 1 ton) 3 ~ 20
( 6 ton) 20 ~ 200

0.2

(10 ton) 200 ~ 500
(50 ton) 500 ~ 2,700

0.3

200 ~ 2,700

0.4

Master-meter

전도형 : 0.1 - 2.0 mm

BMC (%)

측정범위 (㎥/h)

중량식

국내 최초의 우량계 교정

정압탱크(27 m)

강우강도 : 20 ~ 200 mm/h
최고측정능력 : 0.8 %
교정방식 : 중량측정방식
특허등록 : '05. 10. 6

수위계 교정(’07.6월 예정)

혁

측정범위 : 수직 0~20 m
최고측정능력 : 3.0 mm

교정기관 인정증 (인정번호: KC01-087)

교정대상 : 레이다식, 초음파식, 부자식

2001. 10월 : 유량계 국가교정기관 인정
(최대 150 mm)
2005. 1 2월 : 우량계 분야 인정범위 확대
(국내 최초 우량계 교정기관)
2006. 1 1 월 : 유량계(최대 800 mm) 및 우량계 분야
국가교정기관으로 재갱신
2007. 6월 : 수위계 분야 추가 인정(예정)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은 2007년 현재 유량계, 우량계
및 수위계 분야의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 받았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산-학-연 상호협조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설규모 확대 및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체기계 성능시험 가능 분야

방식 : 레이저 비교측정식

시험관로
(50~800 mm)

펌프
회수조 (810 ㎥)

[유량계 교정 흐름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교정기관으로서 대구경 유량계 교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상수도 등에 사용되는 유량계에 대한 교정검사를 수행
하여 국내 유량측정 표준을 확대하고 유수율 관리·정수장 공정
관리·수도요금고지 등의 신뢰성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수문관측에
필요한 우량계와 수위계 교정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u- IT 실험실

유량계 교정설비를 활용한 유체기계 성능시험 수행 기반 구축

펌프성능측정 시험

수집탱크
(1, 6, 10, 50 ㎥)

수충격 시험

밸브성능 시험

대구경 유량계 교정센터 내에는 교정설비 외에도 수도 및 수자원분야
선진 IT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u- IT 실험실, 수도사업장의 전기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기술 연구를 위한 전력품질실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펌프, 밸브 등의 유체기계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대외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력품질 실험실

IT839 유비쿼터스 국가전략 수자원·수도분야 핵심기술 개발
수자원 IT

수도 IT

u-IT

우량계/수위계/위성통신

통합감시제어/원격검침

USN/RFID

전력설비 안정성 제고 및 수도사업장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전력시스템구성
최적모델제시

전력설비 모의
시험장치 구성

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