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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가람환경기술㈜은

모든구성원의도전과혁신으로만들어온

업계최고의독보적기술력을바탕으로

경제적이고효율적인 Project를수행하고있습니다.

글로벌환경기술선도기업의자부심을가지고

품질제일주의와고객만족경영을구현하여

다음세대에 깨끗한환경과 깨끗한지구를

물려주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영 수

설립일 2004년 11월 17일

소재지

본 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NewT캐슬 1108호

공 장 : 경기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25, 13

중부지사 : 대전 서구 만년로18번길 5 강변빌딩 101호

남부지사 : 부산 충무대로 177번길 7 대원빌딩 407호

베트남사무소:  15F, VIT Tower, 519 kimMa, Ba Dinh, Honoi, VietNam

연락처 (Tel) 02-2626-9966   (Fax) 02-2626-9969

홈페이지 http://www.thegaram.com/



가람환경기술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환경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2004 2004 2008 2008 2011

국방부

폐수처리설계

공법지정

2013

서울은평구

하수악취저감

감사패수여

PE 용사코팅

전문업체

인수합병
2013 2014 2015 2015 2015

신기술공로

악취부문

환경부장관상
2016

환경부

악취저감장치(NET)

혁신제품지정

(패스트트랙3)

베트남AN-QUOC社

공동사업추진협약

(MOU체결)

2016 2017 2019 2019 2019

모범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수상

2019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인증



공인기업부설연구소의 차세대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수처리와 환경기기, 악취저감, 친환경 기능성 코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지속 성장 발전하는 모습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직과 사업부문을 소개합니다.

자체특허기술로현장에서검증된환경 기기

가장 효율적인수처리로 다양한현장에 적용되는특허기술

Non-VOC 친환경내 부식, 내 화학 기능성 코팅

환경신기술, 특허기술 기반 악취제거 SYSTEM



가람환경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안재순 공학박사

꾸준한 연구 개발과 투자의 성과입니다.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1
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하수관거 악취저감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연구

2011-05-01 

~ 2016-03-31
4,788,200 참여 ◎

2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도시 수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지능형 수자원 확보기술 개발

2012-07-26

~ 2017-02-28
14,220,290 참여 ◎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 기술정보진흥원)

Non-VOCs 무독성 중방식 내화학 코팅용

기능성 폴리머 열용사 코팅제 개발

2016-08-23

~ 2018-08-22
470,000

주관

(단독개발)
◎

4
물관리연구사업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실증 연구

2017-04.01

~2019.12.31
1,018,000 참여 ◎

5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자부/에너지기술평가원)

발전소 배관 내부의 생물막 형성 방지를 위한

전기화학적 방오기술 개발

2017-05-01

~2020-04-30
820,000 참여 ◎

6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흡착분해제를이용한하수처리장의

저농도 N2O 제거기술개발

2017-10-01 

~ 2019-12-31
2,000,000 참여 ◎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상에 설치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의 고내식성 코팅 구조체

및 구조물 제작 기술 개발

2020.11.30.

~ 2022.11.29
500,000

주관

(단독개발)
◎

8
사업화상용화지원사업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수시설 악취저감용 흡착·분해식 악취저감장치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업화

2020.11.25.

~ 2021.11.24
190,000

주관

(단독개발)
◎



일 자 등록번호 확인서 발행처

2007. 08. 01 제 금천-10호 수질방지시설 등록증 금천구청

2008. 02. 21 제 20081274호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 02. 27 제 080101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8. 04. 15 제 8014-926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청

2013. 09. 26 제 9472 호 환경부장관상 - 수처리환경분야 환경부장관

2015. 04. 21 제 466 호 신기술 인증서 환경부장관

2016. 10. 20 제 34173호 환경부장관상 - 환경신기술분야 환경부장관

2019. 05. 14 제 3569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모범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증 및 수상

보유특허기술

인증 5건, 수상 3건, 특허등록 33건
일 자 등록번호 기술명 발행처

2005.07.06 특허 제 10-0501547호 수중미세기포발생기와 산화성 가스를 이용한 폐수처리장치 특허청

2005.11.02 특허 제 10-0527292호 수중 기포발생장치 특허청

2006.10.16 특허 제 10-0637024호 폐수처리장치 특허청

2007.03.29 특허 제 10-0703942호 수지분말 코팅 장치 및 수지분말 용기 특허청

2007.04.03 특허 제 10-0705407호 고분자 수지를 기반으로 하는 코팅용 조성물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청

2009.01.29 특허 제 10-0881948호 열용사 코팅제 특허청

2009.06.29 특허 제 10-0906310호 미세기포발생장치를 이용한 일체형 폐수처리장치 특허청

2010.10.13 특허 제 10-0988846호 굴 패각을 활용한 열용사 코팅제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 특허청

2013.07.04 특허 제 10-1284826호 하수도시설용 탈취장치 및 탈취방법 특허청

2013.07.16 특허 제 10-1288554호 패각을 이용한 탈취용 질산염 제조방법 특허청

2014.03.19 특허 제 10-1378156호 해머부재를 구비한 음식물 쓰레기 파쇄장치 특허청

2014.03.24 특허 제 10-1379906호 음식물 쓰레기 파쇄장치 특허청

2014.11.03 특허 제 10-1459375호 하수가스 정화장치 특허청

2015.03.06 특허 제 10-1502048호 하천 정화 장치 특허청

2015.03.25 특허 제 10-1507544호 수처리 장치 특허청

2015.07.13 특허 제 10-1537568호 기체용해 및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청

2015.08.25 특허 제 10-1548599호 하수악취 제거용 상온 흡착 분해제 및 그의 제조 방법 특허청

2016.07.19 특허 제 10-1642379호 다중 취수원을 이용한 먹는물 처리시스템 및 그 처리방법 특허청

2017.02.01 특허 제 10-1704347호 빗물받이용 다단 악취 차단시스템 특허청

2017.05.17 특허 제 10-1739079호 공기 연료 혼합부를 구비한 수지분말 코팅 스프레이건 특허청

2017.08.14 특허 제 10-1769896호 무동력 하수구 개폐장치 특허청

2017.08.31 특허 제 10-1775550호 열효율이 증대된 수지분말 코팅장치 특허청

2017.09.01 특허 제 10-1776112호 중공형 캡부재를 구비한 수지분말 코팅장치 특허청

2017.10.10 특허 제 10-1786227호 수지 코팅장치 특허청

2017.12.13 특허 제 10-1810747호 기능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수지 코팅장치 특허청

2017.12.18 특허 제 10-1811801호 환형 관로 코팅장치 특허청

2017.12.18 특허 제 10-1811802호 평판부재 코팅장치 특허청

2018.03.09 특허 제 10-1839029호 공기순환부를 구비한 수지분말 코팅장치 특허청

2018.03.09 특허 제 10-1839030호 이중관 타입 노즐을 구비한 수지분말 코팅장치 특허청

2018.06.18 특허 제 10-1870290호 직선형 관로 코팅장치 특허청

2018.07.25 특허 제 10-1884059호 관로형 혼화기 특허청

2019.04.29 특허 제 10-1975484호 콘크리트 표면 코팅구조 및 그 시공방법 특허청

2020.08.11 특허 제 10-2145321호 브러쉬 건조부를 구비한 일체형 자동세차기 특허청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열악한환경으로인해마실물조차넉넉하지않은빈곤국가아이들을위해

창사이래 꾸준히 기업매출액의0.1%를기부하고있으며,

전직원이1인1명 이상 결연하여후원하고있습니다.

GARAM ENVIRONMENT TECHNOLOGY Co,. Ltd
tries to create “Happy World” with love and dream.



1. 기술 개요

2. 제품 소개

3. A/S 및 실적

2 수처리 부문
Water Treatment Div.



미세기포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산화성 오존 가스를 마이크로 기포화하여

폐수중의 존재하는

유기성 물질을 산화 후 흡착제거하고

무기성 물질은 침강, 여과, 

유분은 부상분리하여 처리한다

유수분리
유량조정 오존산화+

배가스재접촉 침전
여과흡착

방류

협잡물
제거

재순환처리

특허제10-0501547호
수중미세기포발생기와산화성 가스를
이용한폐수처리장치

특허제10-0527292호 수중기포발생장치

특허제10-0637024호 폐수처리장치

특허제10-0906310호
미세기포발생장치를이용한
일체형폐수처리장치



폐수처리 시스템입니다.

처리 흐름도
및 상태표시

자가진단 시스템

운전 조작버튼



구 분 04~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약품처리방식 301 77 73 59 48 50 52 47 55 52 60 45 39 958

산화처리방식 126 45 57 53 67 56 46 59 60 56 44 67 44 780

여과처리방식 1 2 0 1 0 9 14 4 8 7 11 1 8 66

기타복합방식 4 0 0 0 1 3 3 0 1 0 2 5 5 14

실적 합계 432 124 130 113 116 118 115 110 124 115 117 118 96 1609

먼저 사용해보신 전국1,600고객께서 추천합니다.



1. 기술 개요

2. 필요성

3. 적용 방안

4. 설치 사례

3 악취저감부문
Odor Treatment Div.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여 기간 동안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1사업(414-111-008)하수관거관리기술연구단 7세부과제를 통해 개발된 본 기술은

공인시험기관의 현장성능평가와’15년 환경부 신기술(제466호)인증으로

급증하고 있는 악취민원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흡착분해반응

무취
가스

악취
물질
Air

산성용
흡착분해제

알칼리용
흡착분해제

복합흡착제 반응공정

흡착분해제(Pellet Type)

복합흡착제 악취 제거 원리

상온반응
충진탑 적층 사용

촉매산화반응 원리

흡착반응 원리

복합흡착제

[CuO/MnO2]

[첨착활성탄]



민원해결



차단 분해제거



악취차단 저감 신기술 해결합니다.

03

그림수정

04



하수 악취 민원을 해결



다양한 악취 민원을 해결



4 용사 코팅 부문
Thermal Spray Coating Div

1. 기술개요

2. 특장점

3. 성능평가

4. 적용분야



코팅재료
입자가공

용도별 적합
재료 배합

코팅제
이송, 분사

최적 용융온도
연소 열원

피도체 특성에
따른 코팅작업

전,후처리 및
품질관리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하는
무독성 친환경 기능성 코팅입니다.



부식을 방지하고 충격에 강하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기능성 코팅도 친환경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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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규격 시험성적 기준치

부착강도 AWWA C 222 1,035psi 이상
방수코팅제부문

KS기준 219psi이상

표면경도 AWWA C 222:SHORE D 40이상
스테인레스 29이하

(STS304/STS316)

내마모성 ASTM D 4060-2007
37mg 이하
/1000cycle

방식도막 성능기준 :

80mg 이하 / 1000cycle

내충격성 ASTM D 2794-‘04 1.83 kg·m
방식도막 성능기준 :

1.02kg·m (10Nm)이상

먹는물시험 환경부2007-146 이상 없음 -

내산 10% H₂SO₄ 21℃  30일
질량변화 1.5%

길이변화 0.5%

30일간 침적 후 변화

중량, 길이 5%이하

내알칼리 30% NaOH 21℃ 30일
질량변화 1.2%

길이변화 0.6%

30일간 침적 후 변화

중량, 길이 5%이하

내염수성 30% NaCl 21℃ 30일
질량변화 1.2%

길이변화 0.8%

30일간 침적 후 변화

중량, 길이 5%이하

내유성 디젤 21℃ 30일
질량변화 0.5%

길이변화 0.4%

30일간 침적 후 변화

중량, 길이 5%이하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테스트를
우수한 결과로 통과하였습니다.



국내외 기능성 코팅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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