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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게 더 맑게
자연을 생각하는 (주)대진환경산업

여재필터 역세척
정체수 배출시스템 적용

특허제1412689호 특허제0862740호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서 이노비즈벤처기업확인유망중소기업지정 신기술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비점 설치 및 관리·운영 메뉴얼 개정(시행일 2016. 7. 1) 적용 제품
<개정내용 : 역세척 및 정체수 배출이 가능한 기술>



인간 중심의 환경지킴이
(주)대진환경산업

저희 대진환경산업은 1995년에 설립되어 “맑게 더 맑게”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12년 전통의 오하수 처리시설 제조설계시공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인간 중심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대진환경산업은 21세기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써 설계 → 제조 → 시공 →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품질·관리경영 능력을 두루 갖추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청정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일하며,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청정 환경 지킴이로써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진환경산업 임직원 일동



인간 중심의 환경지킴이
(주)대진환경산업

비점오염원의 정의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비점오염원

적용분야

※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수생태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항만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도로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공장부지 및
아파트 단지

기타
비점오염 저감시설

필요 지역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DS - Filter

A-Type

B-Type



작동순서

•초기 우수 침전부에 유입하여 중력 침전으로 고형물 침전

•부유물 및 오일류는 침전부 상부 공간에 저류

•여과부에서 상향 여과 방식으로 미세 고형물 여과 

•우천 중단시 여과필터 세척 

•정체수는 정체수 처리부(침투부)에서 처리 후 외부로 유출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  

원리 및 특징 

•침전부와 여과부에 의해 조대 고형물과 미세 고형물을 제거하고 정체수를 정체수 처리부(침투부)에 의해서 처리 

•여과부의 필터를 압축공기·수 세척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침투부에 의해 정체수를 간헐적 여과 처리하므로 오염수 미발생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   

운전공정

❶ 초기 우수 유입 ❷ 여과공정

1 2

4 5

❸ 여과 후 방류

3

6

❺ 수세척 공정 ❻ 역세척 완료(정체수 배출)❹ 공기세척 공정



표준설치도 

적용실적

지방자치단체 현장명 용량 (㎥/hr) 총시설수 지방자치단체 현장명 용량 (㎥/hr) 총시설수

나주시 문평농공단지, 노안농공단지 805 5 충주시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7,511 3

장성군 나노산업단지 3,968 2 당진군 당진화력발전소 1,100 5

광양시 신금산업단지, 초남산업단지 3,800 8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조성사업 6,300 4

강진군 갈동-기좌간 도로공사 1,122 4 고창군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4,300 2

군부대 913 비점(군부대) 1,050 3 전라남도 영산강강변도로 개설공사 2,332 96

신안군 신안 지도 농공단지 1,3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혁신도시조성사업 6,839 5

순천시 순천신대지구조성사업 8,933 18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주문막반계산업단지 2,080 6

무안군 무안환경센터 260 1 김포시 김포풍무2지구, 학운4지구 6,600 7

하천

유입 ▶▶

▶▶ 방류 

제거효율

구   분 유  입 (㎎/  ) 유  출 (㎎/  ) 처리효율 (%)

BOD 65.7 ~ 74.2 24.23 ~ 27.45 62.0 ~ 65.0%

SS 152.4 ~ 511.8 25.9 ~ 75.4 83.0 ~ 85.2%

n-H(광물류)물질 1.0 ~ 5.0 0.1 ~ 0.5 80.0 ~ 95.0%



특허등록

특허등록 제 10-1412689 호

특허등록 제 10-0862740 호

여재의 세척 및 정체수 배출이
가능한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2단 와류와 여과에 의한
비점오염원 처리장치



본사  503-320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30번길 42-9 대진빌딩

 TEL. 062) 720-6020    FAX. 062) 720-6010
공장  519-813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농공길 20-1 능주농공단지 내
 TEL. 061) 373-7116    FAX. 061) 372-5994
 www.daejin-en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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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생각하는 (주)대진환경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