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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 친환경 · 신재생 에너지 · 자원순환 분야

설계, 시공, 시운전이 한번에 가능한 솔루션 제공

기술과 자연환경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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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형 배턴 및 더블웹 스트럿을 활용한 알류미늄 커버 성능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 회사명 변경[주식회사 지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오수처리용산기장치, 상향류식여과장치[중소기업중앙회]
· 고온가열형 탈취기 기술 특허 등록
· 제 2 공장등록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Aluminium Cover 기술 특허 등록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남양주시]

· 전문 건설업 면허등록 - 지반조성·포장사업 등록:남양주22 가-08
· 전문 건설업 면허등록 - 금속창호·지붕건축 조립공사업 등록:남양주22-다-09
· 소재지 이전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10, 삼성홈타워 6층

05월
04월

03월

02월

04월

03월

2000 ~ 20182000 ~ 20182000 ~ 20182000 ~ 2018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원격제어 및 자동역세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 ICT융합 품질인증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조달청]
· 교대부착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 벤처기업확인서 [KIBO기술보증기금]
·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한국발명진흥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NICE평가정보(주)]
· 제1공장등록(변경)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개무골길 66-8

11월
10월
07월

06월

04월
03월

01월

201920192019

· 지능형 분리장치가 추가된 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청]
·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구성된 자동역세형 비점오염저감장치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 2020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 무인자동역세형 비점오염저감장치 품질인증 마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9월
07월

06월
03월

2020

20212021

20222022

· 교대부착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한국발명진흥회]
· 교대부착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경기도]
· 조달청장 표창 수상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 수질분야 : 경기북부 제71호
· ISO인증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 소재지 이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40, 705호(별내동, 천보프라자)
· 한강유역환경청 표창장 수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남양주시]
·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남양주 제01-13-26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남양주시]
· 법인 설립 

2018년 10월
2018년 09월
2017년 12월
2017년 09월
2017년 07월
2017년 06월
2017년 05월  

2016년 04월
2013년 03월
2004년 06월
2001년 09월
2000년 05월
2000년 03월 

연혁(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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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

· 하·폐수처리 시스템(GION M2BR & GION MBRO)

· 산기관+산기장치 유지관리 시스템(AirStorm & LineStorm)

· 퍼펙트 실드(Perfect Shield)

· 고온가열필터+약액세정식(HeatCare)

· 수전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 국내 주요 실적

· 연료전지용 수소 충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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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010101
■지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특징

■자동역세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개요

- 높은 처리효율과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 교량 · 도로 · 주차장 · 주거단지 등에 설치가능 

- 역세수량 저감형 기능 및 구조제품 > 처리수조가 적게 소요 / 역세척 후 배출량 적음 

[지온 메디아스톰 2U]
GO MediaStorm 2U
지온 메디아스톰 투유

(GO-MS-2U)

전처리조-여과조

 [지온 메디아스톰 3U]

자동역세형 여과장치
(동력형)

타입 

GO MediaStorm 3U
지온 메디아스톰 쓰리유

(GO-MS-3U)

전처리조-여과조-처리수조

모델명

도로·단지설치위치

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 2단 여재 사용으로 87%이상의 높은 SS(부유물질)처리효율 확보

 · 자동역세(공기, 수세척) 수행으로 여재의 공극 폐색 최소화

 · 부력형 밸브 적용으로 역세시 여과층 상부 부상오염물질 제거 > 여재 성능 유지

<전처리조>

<전처리조>

<여과조(경사형)>

<여과조(경사형)>

<처리수조> <스마트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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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

■통합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문제발생시 경보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 접속 후 실시간 제어

＊지온 메디아스톰에 포함되며, 지온 브릿지스톰 등의 제품군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원격제어: TMS수질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수질문제 발생시 통합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서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경보알림

>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설비의 경우 원격으로 조치 가능

<원격제어: TMS수질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지온 스마트제어반]



- 교량 설치에 특화

- *혁신 시제품 지정(조달청, 2023.10.28까지)

- 전기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특화(동력형)

  ▶ 무동력 태양광 에너지 공급형(자동역세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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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

기술개요

■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 강우시 교량에서 발생 된 비점오염물질 저감

 · 외부 전력이 없는 지점 적용 가능 (무동력형 및 태양광 에너지 공급장치 결합형)

 · 2단 여재를 적용한 여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혁신제품 지정 후 3년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교량 설치에 특화

- 서랍형 여재

- 전기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특화(무동력형) 

GO BridgeStorm Solar
지온 브릿지스톰 솔라

(GO-BS-Solar)

서랍형 여과장치 (무동력형)
자동역세척형 여과장치

(태양광 에너지 공급장치 결합형)
타입 

GO BridgeStoem
지온 브릿지스톰 

(GO-BS)
모델명

교대 · 교각설치위치

구조물 PC구조물

[지온 브릿지스톰] [지온 브릿지스톰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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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

여과장치형
(무동력형)

여과장치형
(무동력형)

여과장치형
(무동력형)

타입 

타입 

타입 

GO BridgeStorm Mini
지온 브릿지스톰 미니(사각형)

(GO-BS-3M / ENC-BSF)

GO BridgeStorm Mini
지온 브릿지 스톰 미니(원형)
(GO-BS-4M / ENC-BCF)

GO BridgeStorm Mini
지온 브릿지 스톰 미니(파이프형)

GO-SF-5M / ENC-BHF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교량 · 집수구

교량 · 집수구

교량 · 집수구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파이프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원통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사각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 하향류 방식으로 1단 이상의 여재를 사용하여 협잡물 분리 제거 / 부유성 및 용존성 물질 제거 가능 

  / 최초 설계 반영시 시공성 및 현장 적용성 향상 / 교량 상판의 측구 및 집수구 등에 설치 가능

[지온 브릿지스톰 미니(무동력 여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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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비점오염저감시설(GION Storm Serise)

여과장치형(동력형)

자연형(무동력형)

자연형(무동력형)

복합형 (동력형)

장치스크린형 (무동력형)

도로·단지

타입 

타입 

타입 

타입 

타입 

타입 

지온 메디아스톰 멀티

지온 로드스톰 - 침투도랑

지온 로드스톰 - LID

지온 바이오스톰

지온 로드스톰 미니(원형)

지온 로드스톰 미니 (사각형)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수순환/하천정화/CSOs

도로 · 단지

도로·단지

생태공원/생태학습장/생태유수지

도로 · 단지

생태공원/생태학습장/생태유수지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침투도랑

LID도로용

인공습지

현장타설 · PC구조물

현장타설 · PC구조물

[지온 메디아스톰 멀티]

[지온 로드스톰 - 침투도랑]

[지온 로드스톰 - LID]

[지온 바이오스톰]

[지온 로드스톰 미니 (사각형)]

[지온 로드스톰 미니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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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솔루션

하 · 폐수처리 시스템(GION M2BR & GION MBRO)

[GO M2BR(지온 엠투비알)]

[GO MBRO(지온 엠비알오)]

 · 담체(Media)와 MBR이 결합된 생물학적 하 · 폐수 고도 처리시설

유입

유입

수처리계통

수처리계통

슬러지반송

내부반송

슬러지계통

슬러지계통

<막분리조(호기조)>

<호기조>

<침전조>

<막분리조>

처
리
수
조

침
전
조

처
리
수
조

무
산
소
조

무
산
소
조

혐
기
조

혐
기
조

유
량
조
정
조

유
량
조
정
조

- MBR 공정에 RO공정 추가된 생물학적 하 · 폐수 고도 처리시설

- 농축수 처리시설 구비

방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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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환경 솔루션

산기관+산기장치 유지관리 시스템(AirStorm & LineStorm)

- 상 · 하부에 챔버가 설치된 원통형 산기관으로 송풍기에서 공급된 산소가 산기관의 원통내벽을 

   타고 흐르면서 선회와류(Spiral Vortex)가 발생

- 선회와류와 미세산소는 회전 및 상승하면서 반응조의 미생물에 산소공급 및 반응조 혼합 

- 원통형(상 · 하부열림) 구조로 선회와류에 의해 침전된 슬러지까지 상승시켜 혼합

[AirStorm(에어스톰)]

- 반응조 내 산기장치배관의 막힘을 예방하는 시스템 시공사진

[LineStorm(라인스톰)]

 · 내구년수 20년이상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없음 / 산소전달 효율성능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

 · 초기 구입비용이 비싸지만 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렴



[퍼펙트실드]

친환경 구조물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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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퍼펙트 실드(Perfect Shield)

■퍼펙트 실드 적용 효과

- 하·폐수처리장은 물론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에 적용 되는 기능성 알루미늄 커버

- 알루미늄 산화 피막 작용으로 40~60년 내구연한 · 수온유지기능 우수

-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내식성, 가공성, 경량성, 강성, 무독성, 극저온성, 재활용성, 방오성, 방충성, 

  수온유지기능 우수 그리고 심미성까지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악취차단 및 이물질 유입방지 커버

퍼펙트 실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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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경간의 반응조 : 3~4m 이내 

· 설치, 관리, 활용 효율적

· 평면(Flat) 구조

· 원형 모양 또는 대경간의 구조물

· 무기둥 구조물

· 원형 돔(Dome) 구조

· 사각 모양 반응조 

· 경간이 비교적 넓은 반응조 

· 아치(Arch) 구조

■퍼펙트 실드의 특징

■퍼펙트 실드의 구조

■퍼펙트 실드의 종류

평면 커버 
(Flat Cover)

원형 커버 
(Circular Dome Cover)

장방형 커버
(Vault Dome Cover)

가공성

방충성

내식성 경량성

기밀성

재활용성

빛공해예방심미성

극저온성

방오성

구조적인 특징으로  기밀성 · 방오성 · 방충성 · 내구성 우수

- 더블 웹 스트럿 - 매립형 배틴

배턴(Batten) 거셋(Gusset)

스트럿(Strut)

배턴(Batten)

개스킷(Gasket)



- 고온가열필터 탈취 시스템

- 악취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가열필터와 산, 알칼리용액을 사용하는 약액세정식 탈취기

- 고농도 악취가스 함유물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걸쳐 완전히 악취를  제거하는 악취 저감 시스템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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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악취세정 탈취 시스템

히트케어(HeatCare)

[히트케어]

분진 및 악취발생원을 쉽고 안
전하게 제거

■약액세정식 탈취과정

· 기존 습식세제정장치의 제반 

  문제점 해소

악취 흡수효과 우수

· 벤츄리 효과로 미세기포화된 산성용

액이 악취가스와 접촉(흡수효과상승)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지관리가 편리

· 산성용액 및 알칼리용액 회수 시스템

<가열필터> <약액탈취함> <미생물+약액탈취탑>

악취가스 유입 가열필터 600 C̊ 약액탈취탑

1차 탈취 반응층
(지그재그형 여재)

2차 탈취 반응층
(지그재그형 여재)

3차 탈취 반응층
(지그재그형 여재)

4차 탈취 반응층
(화산석 여재)

디미스터조
(활성탄 여재)

디미스터조
(활성탄 여재)

가열필터 300 C̊ 미생물+약액탈취탑 대기 방출

0504030201 06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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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수소 에너지

[수전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연료전지용 수소 충전 시스템]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H2O)를 RO공정과 수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순산소를 생산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

 · 수소는 고압저장용기에 저장하여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에저장 후 전기사용처 이송

하수방류수
(재이용)

하수처리장

H₂고압저장용기H₂저장탱크
압축기

(Compressor)
수전해 장치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용처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침전조 처리수조

범  례

물

수소

산소

+
ROUF 수소 충전소

수소 디스펜서 수소 버스

수소 승용차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잉여 전력
(야간)

*생물학적 공정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

범  례

수소압축 및 차량공급공정 중 튜브트레일러 이용 차량충전

튜브트레일러 부족 시, 가스고압용기 이용 차량충전

사용대기공정

고압가스용기 충전공정

이상 급배기 공정

이동식 튜브트레일러

TB-101

M

수소압축기 #2

HC-102

수소 디스펜서

HD-101

가스고압용기(H2)

HS-101 A/B
XV
201

XV
204

PT
102

PT
101

5~8BAR

INSTRUMMENT
PRESSURE

0~200BAR

PT
106

0~200BAR 791BAR

300BAR

250BAR

34.4℃

XV
213

XV
214

XV
212

XV
203

XV
202

XV
206

PT
107

OIL
0.1BAR

TT
303

M

수소압축기 #1

HC-101

PT
107

OIL
0.1BAR

TT
303

PT
108

TT
304

XV
206

XV
208

XV
209

791BAR 34.4℃

PT
108

TT
304

XV
207

786BAR

PT
109

744BAR 14.6℃

PT
108

TT
304

XV
210

XV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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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주요 실적

2022
· [시흥]  시흥정수장 배출구처리시설 덮개 제조구매설치

· 군도3호선 구성리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초기우수처리시설)

· [양주] 양주시 봉양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2구간,장치형)

· [가남] 가남물류센터조성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납품

· [남양주] 남양주시 2022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남양주] 호만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영흥] 영흥 #1~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조건부 구매

· 석성(정)배출수처리시설 덮개 및 탈취설비 제조구매설치

2021
· [진건사업소] 진건 반응조(8만톤) 악취방지시설 철거 및 재설치 공사

· [진건사업소] 진건 반응조(8만톤) 산기관 교체공사 [도급공사]

· [진건사업소] 진건 반응조(8만톤) 산기관 교체공사 [관급자재]

· 초기우수시설-용정교(대로1-9)확장공사(4차분)

·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관급자재(침사지 덮개)구입

· [남양주] 호만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물품)

· [남양주] 20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능형 분리장치가 추가된 교량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장현대교 진관교

· [기흥] 기흥구 영덕동 788-9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 [남양주] 남양주시 2021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구리] 구리시 생물반응조 분리막 회복세정 공사

·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기계공사 및 시운전

· [진건사업소] 반응조 공기배관 개선 및 산기관 교체공사 중 기계도급공사

· [기흥] 기흥구 영덕동 788-9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 사

· [남양주] 남양주시 2021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2020
·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초기우수처리장치

· [파주] 장현리 지천(경관광장) 수질개선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연수원건립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부산]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실안관광단지내 호텔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 [남양주] 호만천 수계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설치·공사

2019
· [남양주] 용암천 수질개선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연수원건립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지원사업 선정

·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공사

· 농어촌도로 203호선 초기우수시설 설치·공사

·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공사

· [남양주] 진건푸른물센터 환경개선사업공사 중 탈취배관공사

· [남양주 ]봉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 

2018
· [남양주] 진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변경

· 2018년 소화전 확대설치공사(급수3지역)

2017
·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 [황강] 황강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경주] 보문천군지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합천]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매설치(복합하수처리장비)

·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 [봉안]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 [봉안]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사업 중 시운전 용역

· [서울] 진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개선공사

· [서울] 여의교 확장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공사

2016
· [남양주] 능내푸른물센터 여과막 구입설치

· [남양주] 진중푸른물센터 설치공사(3차) 중 기계공사

· [남양주] 진중푸른물센터 설치공사(4차) 중 기계공사

· 00부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홍천)

· [남양주]  수동면 송천리 21-53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긴급)

· [오남] 오남천 개수사업(3차구간)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남양주]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2차)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2015
· 용암~도하간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서울] 경춘선(퇴계원~사릉역) 자전거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진건천 개수사업(연평지구) 2차 생태습지

· [덕송]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남양주] 진중푸른물센터 설치공사(3차) 복합하수처리시설 구매설치

· 00부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안산)

· [삼척] 삼척마평정수장 Aluminum dome cover 7개소

2014
· 기계화학교 조종교육관 비점오염저감시설

·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 [파주] 통일동산 수처리장 Aluminum flat cover 8기

2013
· [별내] 별내역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 경춘선 자전거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화도] 도시계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양수대교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진건천 개수사업(연평지구) 생태습지

· [인천] SK 인천 폐수처리장 Aluminum dome cover 3기

2012
· [서울]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개설공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북한강 자전거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오남 체육문화센터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화도 체육문화센터 비점오염저감시설

· [가평] 가평군 북한강 자전거길 비점오염저감시설

· [남양주] 조안공공 하수처리장 공법선정

· [청주] 오송 폐수처리장Aluminum dome cover 2기

· [영천] 영천 하수처리장Aluminum dome cover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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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격 및 증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 조립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1.

2.

3.

4.

5.

6.

7.

면허 리스트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ISO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성능인증서 (지온 뱅가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지온 뱅가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지온 퓨리파이어 2 프로)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온 퓨리파이어 2 프로)

성능인증서 (지온 퓨리파이어 2 프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ICT 품질인증서

품질인증(Q-Mark)지정서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온 퓨리파이어 2 프로)

혁신시제품지정증서 (지온 뱅가드 프로)

성능인증서 (퍼펙트 실드 알루미늄 커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증 리스트

NICE평가정보

중소벤처기업부

ICR

ICR

중소기업청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

KIBO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조달청

환경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TR

조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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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적재산권

옹벽 축조용 유니트와 그 유니트를 이용한 옹벽 축조방법

교량용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맨홀 연결용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시공이 간편한 옹벽 구조 및 그 시공 방법

인공습지용 부유식 정화장치

맨홀용 정화장치

자연형 침투도랑형 재이용수 활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상향류 여과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초기우수분리 및 자동역세와 정체수 배출이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유체를 이용한 정체수 배출 및 자동역세가 가능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유식 디캔터를 이용한 정체수 배출 및 자동역세가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상향류 여과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면 녹화용 식생기구

도로의 비점 오염물질 저감 시설

LID형 도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

태양광 발전 비점오염저감시설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역세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태양광을 이용한 지능형 초기 우수 분리장치

4방향 밸브

정체수 여과조가 추가된 동력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스프링식 여과장치

지능형 분리장치가 추가된 교량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교대부착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태양광을 이용한 지능형 초기 우수 분리장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집수형 초기우수 처리시설

수질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측정을 가진 LID 침투 도랑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원 저감 처리시설의 역세척수 또는 정체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시스템

자동운전형 빗물재이용 시스템

역세척 성능이 향상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제10-0777944호

제10-0891940호

제10-0891938호

제10-0900052호

제10-0900053호

제10-0900054호

제10-0940339호

제10-0949128호

제10-1217390호

제10-1239389호

제10-1239390호

제10-1242275호

제10-1242378호

제10-1244122호

제10-1304648호

제10-1354273호

제10-1648872호

제10-1737730호

제20-0483464호

제10-1771942호

제10-1799225호

제10-1799226호

제10-1798856호

제10-1812917호 

제10-1812918호

제10-1846404호

제10-1846420호

제10-1846421호

제10-1927686호

제10-1935498호

제10-1938613호

제10-1962091호

제10-2010020호

제10-2054310호

제10-2253591호

1.비점오염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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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막 여재를 이용한 폭기조를 구비한 고도 하수처리장치

하수처리시설의 호기조에 구비되는 생물막부

부유식 생물막부를 구비하는 하수처리시설의 호기조 및 하수처리시설의

호기조에 구비되는 부유식 생물막부

담체부재와 분리막을 구비하는 고도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의 혐기조용 담체유닛, 혐기조용 담체 및 그 제조방법

역삼투막 농축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막분리 수처리 시스템

생물반응조에서 생성된 잉여슬러지를 이용한 역삼투 농축수 처리 시스템

연속식 단일생물반응조와 역삼투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농축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역삼투막 농축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막분리 수처리 시스템

수처리공정의 온도차에 다른 미생물 활성저하방지를 위한 열회수시스템을

이용한 고도 수처리시스템

ED 시스템 및 진공감압증발건조 무방류 시스템을 이용한 역삼투막

농축수 처리 방법

역삼투막 농축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막분리 수처리 시스템

역삼투막 농축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막분리 수처리 시스템

내오염막과 해수용 역삼투막을 이용한 역삼투 농축수의 2차 농축 및 

ED 시스템을 이용한 3차 농축 방법

UF 공정 및 RO 공정을 이용한 수처리 시스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한 순산소 포기 시스템

제10-0893548호

제10-0951920호

제10-0951921호

제10-1087024호

제10-1111641호

제10-1877208호

제10-1887331호

제10-1887332호

제10-1931346호

제10-1932611호

제10-1948185호

제10-1967178호

제10-1967179호

제10-2098748호

제10-2160939호

제10-2321094호

2.하수처리

4.기타

3.수소에너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산소 용해 성능이 향상된 에어스톰을 발생시키는 토네이도형 산기장치

침전물 퇴적방지 기능을 겸비한 토네이도형 산기장치

프로펠러형 돌기를 이용한 에어스톰을 발생시키는 토네이도형 산기장치

산기 장치의 유지관리 시스템

돔커버 지지대

각종 협잡물 제거용 로타리 제진기

가축 살처분용 처리 시설

악취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가열필터와 산, 알카리용액을 사용하는 악취저감 시스템 

산소용해 성능이 향상된 에어스톰을 발생시키는 접시 형상의 산기관 

태양광 에너지 또는 잉여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에어스톰[상표등록]

라인스톰[상표등록]

안정적인 수소 충전을 위한 수소 스테이션에서의 연료전지용 수소 충전 시스템

제10-2159587호

제10-2159588호

제10-2159589호

제10-2227265호

제10-1336722호

제10-2221382호

제10-1343855호

제10-2202651호 

제10-2321102호 

제10-2368675호

제40-1887131호

제40-1887132호

제10-2073137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3-1



회사위치

기술평가
보증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CT융합
품질인증

정부조달
우수제품인정

우수환경
산업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G-PASS
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ISO 9001
ISO 140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품질인증

조달청
혁신시제품

주식회사 지온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10(12097)

Tel. 031-599-6000  l  Fax(전자). 0303-0959-5900  l  Fax(일반). 031-527-6040

Web. www.gonkorea.com  l  E-mail. gon@gonkorea.com

별내
방향

의정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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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온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10(12097)

Tel. 031-599-6000 l Fax(전자). 0303-0959-5900 ㅣFax(일반). 031-527-6040 

Web. www.gonkorea.com ㅣE-mail. gon@go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