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원



지명원

 본 회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금번 귀사에

서 발주하는 물량의 지명을 받고자 하오니 삼가 그 자격의 부여를 요청합니다.

주식회사 대일이앤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1동 501,502호(에이스동백타워)

대표이사 지 훈

귀중



CEO Greeting 인사말씀

Management Philosophy 경영이염

Company History 회사연혁

Company Overview 회사개요

Company Organization 회사조직도

Certificate of a Seal & Certificates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등기부등본

Patent 기술특허

Works Results 주요실적

Sketch Map 회사약도



산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리함과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라는 최악의 선물 또한

함께 주었습니다.

물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발전과 개발을 대가로 더 이상 

희생시킨다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대일이앤지 임직원 일동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노력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지키고 되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표이사   지   훈
인사말씀



푸른개발! 녹색성장!!

환경의 보존과 복원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모든 가시적인 이윤창출보다 우선한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와 함께 성장

환경은 회사의 최고 자산임을 자각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과 재투자를 통해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경영이념



회사연혁



사    명 : ㈜대일이앤지

사업분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시공 및 제조

설 립 일 : 2010. 06. 10

경기법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1동 503호 (에이스동백타워)

전화번호 : 031-693-7211~3

홈페이지 : www.diw.co.kr

충청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5길 11

SJ오피스텔(206호)

Tel.  043-844-0111

Fax. 043-853-7111

영남사무소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40, 

1509호

Tel.  051-714-7220

Fax. 051-714-7219

회사개요



회사조직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 혹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귀사에 거래(납품)하는 거래사

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주식회사 대일이앤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4

1동 501,202호(동백에이스타워)

대표이사 지 훈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수질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기술특허

<여과형> <스크린형> <교량형> <빗물재이용 우수처리시설>

<빗물처리장치>
<상향류식 여과장치를 이용한 

시스템>
<비점오염원 저감 시스템> <침투도랑>

◦ 특허 제 10-1010048 : 우수처리장치

◦ 특허 제 10-0897258 :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

◦ 특허 제 10-1124604 : 교량형 초기 우수 처리 장치

◦ 특허 제 10-1333546 : 빗물을 집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맞춤형 우수처리시설 출원

◦ 특허 제 10-1344852 : 다단의 교체형 필터 카트리지를 이용한 빗물처리장치 출원

◦ 특허 제 10-1545538 : 하이브리드형 상향류식 여과장치를 이용한 강우유출수 처리 시스템

◦ 특허 제 10-1615356 : 비점오염원 저감 시스템

◦ 특허 제 10-1655313 :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침투도랑



회사 주요 자료



주요실적

2010年

◦ 청원군 그린힐 골프장 조성사업 대일필터(D-Filter) 2010. 09

◦ 천안 마론C.C 조성사업 대일필터(D-Filter) 2010. 09

◦ 교하 ~ 송포간 도로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0. 10

◦ 마석 ~ 너구내 도로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0. 10

◦ 경기광업(주)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0. 11

◦ 현대제철 당진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0. 11

◦ 화성 쓰레기 매립장 대일필터(D-Filter) 2010. 12

◦ 동양강철 제3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0. 12

◦ 애경PNT(주)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0. 12

◦ GS – BIO여수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0. 12

외 다수

2011年

◦ LIG유격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1. 01

◦ ㈜부스타 제2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1. 03

◦ 동남합성 대산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1. 03

◦ 한국특수소재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1. 05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삼송지구) 대일필터(D-Filter) 2011. 06

◦ 용인조정경기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1. 07

◦ UN평화공원2단계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1. 07

◦ 삼성정밀화학(주)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1. 08

◦ ㈜드림파마 제약회사 대일필터(D-Filter) 2011. 10

◦ 경북 의성 바이오 골프장 조성사업 대일필터(D-Filter) 2011. 12

외 다수



주요실적

2012年

◦ 남양주 별내 16-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2. 01

◦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2. 03

◦ 낙동강살리기 23공구 사업 대일필터(D-Filter) 2012. 04

◦ ㈜코스모플랜텍 마그네슘제련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2. 06

◦ 농업회사법인 국순당여주명주(주)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2. 06

◦ 에버랜드 사파리 증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2. 08

◦ 명인제약(주)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2. 09

◦ 음성 중부산업단지 대일필터(D-Filter) 2012. 09

◦ 용인물류센터 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2. 10

◦ 용인 지아이지 물류창고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2. 12

외 다수

2013年

◦ 가천대학교 학교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3. 01

◦ 롯데칠성음료(주) 맥주공장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3. 02

◦ 후레쉬 산업 신설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3. 03

◦ ㈜엠에스씨 아산공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3. 04

◦ 서포골프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3. 04

◦ 코오롱 플라스틱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3. 04

◦ 롯데이천물류센터 대일필터(D-Filter) 2013. 05

◦ 티오케이첨단재료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3. 05

◦ 코오롱글로텍 김천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3. 05

◦ 천일제지(주) 제1,2 공장부지 대일필터(D-Filter) 2013. 08

외 다수



주요실적

2014年

◦ CJ제일제당 계열사(공주, 논산, 성남, 인천, 안산) 대일필터(D-Filter) 2014. 03

◦ 롯데푸드 계열사(김천, 천안, 안산, 청주) 대일필터(D-Filter) 2014. 04

◦ 렉스콘(광주, 인천, 부산, 울산) 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4. 05

◦ 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4. 06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대일필터(D-Filter) 2014. 06

◦ GS바이오 여수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4. 07

◦ 육군 광주관사 및 간부숙소BTL 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4. 11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대일필터(D-Filter) 2014. 12

◦ ㈜피죤 진천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4. 12

◦ ㈜태일화학 안성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4. 12

외 다수

2015年

◦ 경남대학교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5. 01

◦ 대상(주) (천안, 순천1,2, 전분당, 바이오)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5. 03

◦ 중앙산업개발(주) 진천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5. 04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국도 77호선 대일필터(D-Filter) 2015. 07

◦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5. 08

◦ 현대해상 곤지암 연수원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5. 09

◦ 태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지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5. 09

◦ 수원산업단지(3단지) 2단계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5. 09

◦ ㈜아모레퍼시픽공장 대일필터(D-Filter) 2015. 10

◦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5. 10

외 다수



주요실적

2016年

◦ 이테크 공장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03

◦ 광교 신도시 M3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05

◦ 아모레퍼시픽 TP 사업장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05

◦ 태안화력 발전소 대일필터(D-Filter) 2016. 07

◦ 양평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08

◦ 마북동 효성해링턴 아파트 대일필터(D-Filter) 2016. 10

◦ 이천도자특구 대일필터(D-Filter) 2016. 10

◦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11

◦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개발 대일필터(D-Filter) 2016. 12

◦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6. 12

외 다수

2017年

◦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2공구 대일필터(D-Filter) 2017. 04

◦ 신동골프장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4

◦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4

◦ 영남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4

◦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대일필터(D-Filter) 2017. 04

◦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5

◦ 읍천항 정비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6

◦ 평택소사 2지구 부지조성공사 대일필터(D-Filter) 2017. 06

◦ 대구 칠성동 사정그린코아 아파트 대일필터(D-Filter) 2017. 06

◦ 거제시 상동동 공동주택 신축공사(4공구) 대일필터(D-Filter) 2017. 06

외 다수



주요실적

여과형 시설 외

◦ 서산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일스크린(D-Screen) 2009. 06

◦ 하이호경금속 공장부지 대일스크린(D-Screen) 2011. 01

◦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대일스크린(D-Screen) 2012. 12

◦ 국립시설원예시험장 이전사업 대일스크린(D-Screen) 2013. 03

◦ 창녕군 공설운동장 증축사업 대일 침투도랑 2010. 07

◦ 영주다목적댐 이설도로 공사 대일 침투도랑 2014. 06

◦ 문호~도장간 도로확장공사 대일 침투도랑 2014. 06

◦ 광주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공사 대일 침투도랑 2015. 09

*외 다수 실적 보유



상 호 명 : ㈜대일이앤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호16번길 16-4

1동 501,502호(동백에이스타워)

전화번호 / Fax : 031)693-7211 / 031)693-7311

E - M a i l : 3210233@naver.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