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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업개시 : 1988년 7월 

 대표이사 : 안광호 

 사업내용 : 제조, 무역, 유통 

                   의료기기(MAG6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제조 

                   健美-6 온천수기, 기타 健美-6 제품 

                   정수기(가정용, 산업용,살균수기, 버블수기 등) 

              멤브레인 필터를 비롯한 각종 필터 

              각종 하우징과 펌프, 정수기 부품 일체 

 본사 :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181번길 170-17 

 전화 : 031-796-4650~2, 팩스 : 031-769-3779 

 E-Mail : aitim@hanmail.net 

 Homepage : www.itmkorea.com 

 제1공장 : 이천공장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07-1 

 제2공장 : 오포공장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8-6 

 연구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4-19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주관‘공장부지 매입 추진단’참여 :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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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지난 1988년부터 정수기관련 모든 부품 및 부자재를 해외에서 직수입하고 있는 업체로 

직접 필터를 생산하는 공장과 연구소를 갗추고 이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오고 있

습니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각종 필터류 및 하우징과 같은 주요 부품뿐 아니라 조립에서 설치에 사용되

는 기타 부재재 관련 품목을 수입 및 국내 OEM방식을 통해 자체 재고를 확보하여 모든 품목의 

One-Stop구매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O(역삼투압) 관련 품목인 멤브레인 (가정용 및 산업용)필터와 펌프에서부터 UF, Sediment, 

Carbon필터, 각종 하우징 튜빙, 밸브 및 특히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 개

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100% 순수한 코코넛 압축카본(Coconut-

Carbon Block)필터도 국내 최초로 개발/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물과 정수기에 관련된 새로운 제품의 출시와 타사와의 기술제휴로 신제품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MAG6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제조와 健美-6 온천수기 

그리고 기타 健美-6 제품 생산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AG6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와 필터 제품을 미국 FDA에 등록하여 수출입을 통한 다국적 기업으

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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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7. (주)국제종합유통설립  

 1989. 5. 미국수질협회 회원사 등록  

 1990. 1. (주)베스트라이프 법인 명의 변경  

 1992. 6. 자유중국(대만)에 공장 및 지사설립  

 1994. 3. 국내최초 바이오세라믹자화 필터 개발성공  

             특허출원 19961호  

 1994. 4. 중국 천진시에 정수기 합작회사 설립  

 1995. 3.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2-12 본공장 이전  

 1995. 4. 베트남에 지사설립  

 1996. 4. 제일합섬 CMS멤브레인 국내총판계약  

 1996. 6. AMETEK사로부터 아시아 판매 신장율 1위 업체로 선정  

 1996. 7. 대우전자(주)정수기 협력업체로 선정  

 1996. 7. 태국에 대리점 개설  

 1996. 8. 신성 정수기 협력업체로 선정  

 1996. 8. 중국 천진천자유한공사와 U$100만불 투자계약체결  

 1996. 11. KOEX 사무소개설  

 1997. 3. 코오롱 엔지니어링(주)정수기 협력업체 선정  

 1997. 5. LG 산정 (주) LG정수기 협력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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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2. 정수기 단일품목 최초 년간 100만불 수출  

 1998. 10. Water Shop/정수기 아저씨 상표 및 서비스등록 인증  

 1999. 3. 전국 워터샵 공식출범  

 1999. 6. 워터샵 브랜드 정수기 12가지 모델 출시  

 1999. 10. 특판사업부 개설  

 1999. 11. 전국 77개 워터샵 개설  

 2001. 3. 한국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 

 2002. 7.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으로 상호 변경 

 2003. 3. 기능성 정수기 실용신안 등록 

 2003. 3. 보호캡을 갖는 정수기용 필터 실용신안 등록 

 2003. 5. 자동잠금 기능을 갖는 밸브 실용신안 등록 

 2012. 1. 광주에 제2공장 설립 

 2012. 6. Aquatech China 2012(상해) 출품 

 2012. 8. 부천에 연구소 설립 

 2012.10. 아토피케어엑스포 (한국 코엑스)출품 

 2012.11.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2013.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GMP인증 

 2013.2.정수기 제조업 신고(경기도 부천시) 

 2013.3. 미국 FDA 의료기기 및 필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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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혁 



본사 

하남 

1공장 

이천 

2공장 

광주 

연구소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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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공장 부지 매입 



대표 이사 

감사 
품질관리

위원회 
관리부분 

관리부 

경리, 기획 

영업부 

국내, 해외   영

업 

생산부분 

생산부 

생산, 자재     

관리 

개발부 

QC, 개발 

연구소(전

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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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G6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의료기기) 미국 FDA의료기기 등록 

2) 健美6-온천수기 

3) 健美-6 제품군(건미-6M, 건미-6B, 건미-6H 등) 

4) 정수기(가정용,산업용,살균수기, 버블수기 등) 

5) 필터제품 – 미국 FDA 필터제품 등록 

 - 세디먼트 필터                - 프리카본 필터 

 - 나노멤브레인 필터           - 복합 필터 

6) 하우징, 펌프류  

7) 정수기 부품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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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진입 
도약 

안정 
성장 

 정수기 부품 
  시장 진입   
 다양한 부품 
  확보로 시장 
  인지도 제고 

 

 필터 제품 
  (이천,광주)생산 
 필터기술 축적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 
 
 

 
 
 

 
 

 온천수기, 살균기 
  등 기능성 신제품 
  판매확대 
 중국, 일본 등 
  수출시장 확대 
 의료기기 GMP인증 
 미국 FDA 의료기기 

및 필터 등록 
 이노비즈 인증 준비 

 
 
 
 

 

  

2002~2005 

2006~2008 

2009~2012 

 
 

 기능수 필터 및 
산업용 필터 개
발 

 안정적 사업 
  인프라 구축 
 연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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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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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제조업 정수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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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록 의료기기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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