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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공기청정제균기
초음파기화해충방역기
스마트 방역 시스템 (탑승교, 게이트)
ICT/loT 플랫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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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우수발명품 수상 (특허청)
– 보건신기술인증 (보건복지부)
– G20서울정상회의 &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공식소독업체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특허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 선정 (특허청)
– WIPO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특별상

– 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
 – 지식재산활용지원사업선정 (특허청)

– HIT500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규수출기업화지원사업 선정기업 (KOTRA)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중기부)

–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하이 서울 브랜드기업 (서울특별시)
– 기술역량우수기업 (한국기업데이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특허청)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사업
– 조달청 벤처나라

2020

2018

2017

2016

2015

2012

연혁

그린온은 글로벌 스마트 방역·방제산업을 선도하는 환경위생보건 기업으로 

2020년 우수발명품 선정, 서울국제발명대전 금상 및 WIPO (UN 산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특별상을 받은 벤처/이노비즈/ 하이서울 인증 기업입니다. 

GreenON은 회사의 명칭 그대로 환경을 건강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걸어 가는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신기술 창조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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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초음파 어셈블리 기화발생기는 연속다중초음파를 발생시켜 방역약품을 공기보다 가벼운 극초미립자 (0.15~0.27㎛이하) 
상태로 기화분사, 약제 잔유물이 발생하지 않는 해충방제시스템

인하대 병원 을지대 RIC 센터 KHSI-공기잔류

탑승교 방역 시스템

공기청정간제균 겸용시스템
통합 실내 바이오에어로졸 지수 알고리즘 탑재
공기청정제균시스템과 FIDIS(항공운항정보안내시스템)
시스템 연동

스마트 감염예방

2012년 우수발명품

우수 발명품

인증현황
특허 등록증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스마트감염예방 통합 플랫폼
통합 실내바이오에어로졸 지수(CIBAI, Comprehensive Indoor Bio Aerosol Index)를 활용하여
공기질과 부유 미생물을 예측하여 원격제어 및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기술  

사용자 Activity 추적

학습 분류화

예방 위협 관제 및 방역 상태 점검

SNS기반 Activity 스케쥴 연동
스마트 청정 수준 및 상태 확인 (진단)
원격제어

블록체인 증명 네트워크에 병합 연동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화

스마트 해충방역

초음파기화방역기

항공기 기내소독 시스템
IOT 기반 초음파 해충기화방제기

승객 및 작업자 안전성평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기내소독 매뉴얼 평가 결과 보고서
인하대병원 : 항공기 안전성과 승객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을지대학교 RIC 센터 : 기내소독에 대한 살충효과 및 안전성 시험 보고서

항공기내 소독실적
대한항공, 델타항공,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에어로플로트
항공,  호주 JESTAR항공, 뉴질랜드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폴항공,
중국 동방/남방항공, 아랍에미레이트항공, 터키항공, 이술라엘항공 등  

약품 불검출

가벼운 입자

방역 효과 우수

기물 손상 無 

초음파기화방역기 특장점 항공기 기화소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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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인증현황

플러스

공기청정제균기

공기 청정효과, 공간 제균효과, 가습효과  

공기 청정기능으로 운영하다가 통합 실내 바이오 에어로졸 지수에 의해 제균기능 전환

전극 어셈블리에서 수돗물(또는 소금물)로 반감기가 향상된 제균버블수(OH-, 수소이온, 저농도 HOCL) 생성

실내 부유 미생물 상태를 예측하는 통합 실내 바이오 에어로졸지수(Comprehensive Indoor Bio Aerosol  Index) 
알고리즘 모듈화

해외유입 감염병  Layer-1단계 전염병 차단

탑승교 내부의 미세먼지 등의 공기질 및 부유 미생물, 표면균 제어기술

전극 어셈블리에서 수돗물(또는 소금물)로 반감기가 향상된 제균버블수(OH-, 수소이온, 저농도 HOCL) 생성

타 시스템(항공운항정보안내시스템)과 OPEN API 연동  

KTR-유해먼지 KCL-표면 MRSAKCL-부유 MRSA KIMM-미세먼지KCL-부유 폐렴균 KIMM-유해먼지

Hybrid 공기청정제균기 탑승교 방역 시스템

공기청정제균  겸용시스템
가압유동 방사 교반형 전극 모듈 발생기
통합 실내 바이오에어로졸 지수 알고리즘 탑재

공기청정제균 겸용시스템
통합 실내 바이오에어로졸 지수 알고리즘 탑재
K-방역 연계 글로벌 감염예방 프로젝트 적용

스마트 공기질 관리 및 감염예방 스마트 감염예방

2020년 우수발명품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 2020년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 발명품 특허출원특허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KTR-미세먼지 연세대-부유 미생물

01
부유균

02
미세먼지

03
탈취

99.99%
MRSA, 폐렴균, 대장균 99.99%이상 95%이상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초산, 툴루엔,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개선 소독기능

공기청정
(24시간 작동)

공간제균
(센싱작동)

탑승교 크린존화통합 알고리즘 모듈화 공기청정제균기 적용 이미지 탑승교 적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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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2020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506호)
대표 1644-7702   T. 02-6010-7735   F. 02-6092-1388
www.greenon.co.kr   |   www.greenonsh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