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 링 파워 사업제안서 

 
 柱式會社   敎  農 
Gyo Nong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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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의 목적 및 개요 

물은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 -아리스토 텔레스- 

물은 생명탂생의 원천, 지구의 2/3를 뒤덮고 있는 물! 
읶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10달을 견디다 탂생한다. 
읶간의 피는 90%, 근육은 75%, 뼈는 20%, 피부는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에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7%이다. 
수돗물 중심의 음 용 이 사라지고 대싞 그 자리를 정수기 물이 차지했다. 
현대읶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정말 마셔도 되는 것읶가! 
 
우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읶류의 존속을 유지해주는 핵심적 필수 요소
읶 물을, 좀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 해야 될 권리가 있음으로 ,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 
노력 하였으며, 물로 읶한 가치를  마침내 찾아 숙제를 풀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
을 영위하고 읶류 공영에 이바지 하는 모든 것의  문제의 단초를  당사가 해결 함으로 새로
운 물의 표준을 세우고  그것을 널리 보급함으로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물이 읶체에 미치는 영향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물의 조
건을 좀더 완벽하게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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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이 읶체에 미치는 영향 

물 
관젃부위 
윢홗유 
역핛 

갂이 독성
물질 제거 
하는데 도

움 피부의 탂
력 향상 

세포에  
산소 공급 

체온유지 

수분을 읶
체에 공급
하여 균형

유지  

영양분(비타
민, 미네랄)
을 읶체에욲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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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좋은 물의 조건 

   제     목                    내                    용 

 
1.유해 물질이  
   없어야 핚다. 

물 속에는 화학물질, 중금속, 녹, 젂염병을 읷의 키는  세균 등 ,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핚다, 
현대사회 공업 발달에 따른 수질에 막대핚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특히 수도물 에 염소 과잉으
로 염소와 유기 화합물에 의핚 트리 핛로메틸 발암 물질이 미량 이지맊 생성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핛 수 없다. 그러므로 물에 대핚 유해물질을 강도 높게 제거 하여야 핚다  

 
 
 
2.미네랄이 
  있어야 핚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죽은 물이나 다름 없다,  읶체에 유익핚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지맊 
읶체 건강에 필수적읶 성분으로서 체내에서 세포 내외의 침투압  기능을 조젃 하고 효소의 기
능을 도우며 담백질 합성을 돕는 역핛을 하는데 질병은 이러핚 균형이 무너 저 생긴 상태라고 
표현 핛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물속의 미네랄 성분은 건강상 중요핚 성분이다.  
읶체의 심장에는 약2.5~5볼트의 젂류가 흐르는데 혈액 숚홖이 원홗 하려면 이런 젂류의 촉매 
역핛을 하는 무기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네랄은 우리 몸 속에 약4% 밖에 되지 않지맊 싞체내의 모든 생리 홗성 작용의  지휘본부 역
핛을 핚다. 
영양소가 아무리 충족 되여도 각각의 기능을 조젃하는 미네랄이  없으면 싞체의 메커니즘은  
붕괴 될 수 밖에 없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약 알카리성 
  이어야 핚다. 

 
읶체의 혈액을 포함핚 대부분의 조직이 약 알카이성 이다, 약 알카리성 의 물을 음용 하면 체
내 효소와 항 산화 물질이  홗동을 원홗 하게 하여 음식의 분해, 소와, 흡수, 능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저항력)이 강해져 건강ㅇㄹ 유지 핛 수 있다. 
읶체의 혈액 역시 7.4의 약 알카리성을 띠고 있다.  하지맊 동물성 담백질, 혹은 지방 등을 과
잉 섭취 하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액이 산성화 될 수 있는데  이는 읶체의 항 산성을   
무너 뜨린다.  
읷반적으로 미네랄이 풍부핚 물은  알카리성 을 띠는데 미네랄이 부족핚 물은  공기중의 이산
화 탂소를 흡수 하여 산성으로 변핚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 PH2.5   사이다PH 2.9이며 심지에 알카리 음료라고 광고하는 스포
츠음료도 실제로 PH4이하의 음료다. 
그러므로 알카리 이온화된 물로 중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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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품소개 

                 본     제품은 수도 계량기 보호 박스내 부착 
설치하여                              

                               1.집안 내 배관 스케읷 방지 

                               2.보읷러 보온 및 축 열 효과 

                               3.에너지 젃약 효과 

                               4.대장균 읷반세균 등 오염물질 여과 

                               5.중금속 및 잒류농약 중화 해독 

                               6.음용수, 생홗용수,  약 알카리 이온 수 , 중성 

                                 수로 변홖  

                               7.최적의 건강 수(홗성 수) 제공 

                               8.기타 샤워기, 세탁기, 식기세척 등 다목적 기 

                                  능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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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품의 사용 효과 

용   
도 

     특     징                        사  용  효  과 

음
용
수 

-수질개선 
-멸균작용 
-항균작용 

•물이 투명하고 첚연수처럼 맛 있고 부드러우며 미네랄이 풍부 하다 
• 구강수 및 치석 제거수 
• 각종 성읶병과 불치병에 약수 
•지성 결핍증후굮의  지성수 

 
세
척
수 

-탃취작용 
-광택작용 
-표백, 표색작용 
-곰팡이 제거작용 

*빨래를 삶지 않아도 표백이 잘되고 색갈이 선명 해지며 때가 잘 빠짂다. 
*묵은 때와 기름기가 잘 세척 된다. 
•세제 없이 식기. 기구. 자동차 및 각종 생홗 도구의 광택수 
• 곰팡이를 제거 하고 발 냄새를 없애죾다. 
  

 
목
욕
수 

-발핚작용 
-싞짂대사 촉짂 작용 
-핍 보호작용 
-미네랄 생성작용 

*38℃ 에서 좌욕을 해도 땀이 안난다. 
•요통 싞경통 어깨 결림 등에 온첚수 
• 비듬 예방 모발에 영양을 주는 피부 미용수 및 화장수 
• 무좀과 주부습짂 예방수 
• 피부병 예방, 살결이 부드럽고 , 윢기가 난다, 
 

 
조
리
수 

-숙성 작용 
-미각향상 
-선도유지 

*채소나 잒류농약 중 화수 
*싞선도 유지수 
*밥이 촉촉하고 찰기가 있으며 밥맛이 좋다. 
*육고기 는  노린내가 없고 맛이 단백하고, 구수하며 육질이 쫄깃쫄깃 하다. 
  

 
기 
 
 
타 

-홗성작용 
-산화 방지 작용 
-보온, 보냉 작용 
-에너지 젃감 작용 

*화초나 채소가 면역력이 강해짂다. 
*애완 동물이나 가축에게는 면역성이 강해저서 질병이 없이 잘 자란다, 
*4기압에서 97℃에 물이 끓기에 유가젃감 효과. 
*파이프의 녹을 방지하고 스케읷이 없기에 수명이 길다. 
*빨리 얼고, 빨리 끓고 늦게 식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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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워터링 파워효능 

6.워터 링 파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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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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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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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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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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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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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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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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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사 및 특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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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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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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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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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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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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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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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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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의 각종 증빙서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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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ing 
Power 

 

 

 

 

 

가정 생활용수 

 

 

 

 

 

채소 재배 및 농작물 

 

 

 

 

 

목욕 및 피부미용 

 

 

 

 

 

 

각종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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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품의 규격 및 용도 

   A 형 (15mm) 

   

 

    

    (가정용. 싱크 대. 및 세탁 목욕 전용) 

   

   B 형(80mm) 

    

 

 

        (읷반 사업용 및 농업 용수 관리전) 

 

   C 형 (150mm) 

    

 

 

          (축산 및 식물 공장 전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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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당사의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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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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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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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워터링 파워 농작물 응용1 G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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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워터링 파워 농작물 응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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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업추짂계획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읷        정 

회사 설립 

 
자본금 20억 규모 회사 영역 확충 2017.     월     읷 

부지 획보 122,800평 규모 부지 확보 2017.     월     읷 
 

 
공장 및 시설 

1.설계: 시설 규모 및 공정을 감안핚 설계 확정 
2. 공사 착수:설계후 즉시 착공 
3.죾공:시설 납기를  고려하여 읷정 조정 

2017.     월     읷 
2017.     월     읷 
2017.     월     읷 
 

 
 

생산 계획 

1.설계확정 : 면적등을 고려하여 최종공정 설계확정 
2.발주: 설계와 동시 단위ㅐ품목 발주 
3.설치 : 설치후 2~3개월 소요  
4.생산: 시험 욲젂 생산후 양산 

2017.     월     읷 
2017.     월     읷 
2017.     월     읷 
2017.     월     읷 
 

 
기     타 

1.특허출원: 각 분야별 추가 특허출원(목표 약15건) 
2.단위제품 품목등록 : 규격별 사용 용도에 따른 등록 
3.읶원 확충 : 경영상 최소 경력, 관리, 시술 읶력중심 

Gyo No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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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투자자금 조달 계획 

                 욲              용             조                달 

항   목   금  액 (백맊)  항     목  금 액백맊) 

토     지 222억4백 만원 정부 지원금 

건     물    100억        정부 지원금 

설    비    100억     은행 차입 

운영관리    2.000억 정부 지원금 

합    계     2.521억4백만원    2.521억4백만원 

◈ 토지구입비 : 122,800평 ⅹ180만원=221억 4백 만원  

◈ 정부 지원   : 300억원 

◈ 운영 자금   : 2,000억원 

제1차 짂행 계획 

◈ 1차 총계 2,521역4백맊원 

 ※ 총 소요금액 : 1차금액 : 2,521억  +  2.차금액 : 2,521억= 5첚42억 원 :5,042억원 

 ※   1차,2차, 총 소요금액 5,0 42억 예상  

Gyo No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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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재무계획 

예상 매출계획 A형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생산량 50,000 60,000 70,000 80,000 100,000 

제조원가 250억 300억 350억 400억 500억 1,800 

공장 도가 375억 450억 525억 600억 950억 2,900억 

수익 예상 125억 150억 175억 200억 250억 900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2 계 

생산량 30,000 40,000 50,000 70,000 80,000 

제조원가 840억 1,120억 1,400억 1,960억 2,240억 7,560 

공장 도가 1,051억 1,400억 1,750억 2,450억 2,800억 9,451억 

수익 예상 221억 280억   350억 490억 640억 1,981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2 계 

생산량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제조원가 600억 900억 1,200억 1,500억 1,800억 6,000 

공장 도가 1,000억 1,500억 2,000억 2,500억 3,000억 10,000억(1조) 

수익 예상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1,200억 4,000억 

예상 매출계획 C형 

예상 매출계획 B형 

 
※향후 5년 총 매출 및 수익 예상  

 

 

1.매출예상: 22,350억 
2.수익 예상 :6,9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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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수   입 매출 총액 2,425억 3,350억 4,275억 5,550억 6,750억 22,350억 

 
 
 

지  출 

1.제조원가 
(재료비포함) 

1,690억 2,320억 2,950억 3,860억 4,540억 15,360억 

    1)영업비 117억 151억 192억 251억 309억 1020억 

   2) 관리비 63억 82억 104억 136억 166억 551억 

   3).읶건비 314억 406억 517억 676억 830억 2,743억 

   잒  액     (세전이익)   735억 1,030억 1,325억 1,690억 2,210억 6,990억 

16,수지분석 (손익 예상 계획)   

1.총 매출  : 22,350억  
2.총 지출  : 15,360억 
3.총 세젂 이익 6,990억 원 

 
※ 상기 수지 분석은  국내 판매를 기죾으로 핚 수치이며 
    향후 해외 수출 및 저변 확대가 무핚 하여 앞으로 더욱  
    획기적 수익증대가 예상 됩니다.  

 

Gyo Nong Co., LTD 

G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