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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류가 공존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미래,

KEITI가 열어가겠습니다. 

 KEITI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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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버려진 폐기물과 산업폐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화학물질과 훼손된 자연 생태계는 우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환경문제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 처리하며,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합니다.

오염된 환경과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산업이 오늘날 산적한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친환경생활은 여기에 힘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소외된 환경 약자를 보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열매는 국민 여러분과 사회의 환경복지 서비스와 지속가능성 향상일 것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RESIDENT’S MESSAG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09~2010 2011

20122013

2009.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원

2009 ~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

2009 ~ 환경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

2011. 06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환경협력센터 개소

2012. 11     환경분석센터 설립2013. 01  UNEP SPPI

 (환경계획 공공구매협의회) 

 자문기관 선정

2019

2019. 02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개소

2019.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HISTORY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생활 확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MISSION

VISION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걸어온 길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환경 인 . 검증

환경보건 . 안전

친환경생활

환경보
전

환경난
제 대기

수질

토양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2014

2014. 0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2014. 03 콜롬비아, 알제리 환경협력센터 

 개소

2015

2015. 03 토양환경센터 개소 

2015. 10 ‘그린월드 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2015.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및 공포

2016

2016. 01     환경책임보험제도 운영

2016.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

2016.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 개소

2017

2017. 07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소

2017. 11 그린카드,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 우수제도’ 선정

2018

2018. 05 국가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획득

2018. 05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2018. 12  제1회 환경창업대전 개최



R&D는 相生이다

KEITI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성과를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환경 R&D 사업화

8조3,954억 원
(’09~’19 누적)

환경기술개발

목적형 기술개발

물관리 기술개발

환경보건 기술개발

기후·대기 기술개발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자연보전 기술개발

자원순환 기술개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 및 최적운영 

기술개발사업

플랜트 연구사업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연구사업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

물관리 연구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CO2 저장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

표토환경보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

다매체 · 전과정 환경영향관리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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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 막오염 저감기술

•막 사용기간을 최대 4배 향상시킨 세계 최초 

   원천기술

•기존 MBR 대비 에너지 소비량 50% 절감

철강폐기물 활용한 시멘트 제조 기술

•제강환원 슬래그 재활용 기술

•세계 최초 개발된 폐자원 활용 기술

SULEV 수준 LPI 승용/승합 제작차

•국내 독자적 LPI엔진 및 엔진관리시스템 개발

•상용화를 통해  매출 7,700억원 달성

상수관로 자동화 갱생 시스템 

•노후된 대형 상수관로 갱생

•국내 최초 관내 작업로봇 기술

토양세척기술

•중금속 오염토 정화기술

•비소오염토양 등 기준치 준수

•세계 5위 기술

노후하수관로 평가기법

•국내 최초, 고화질 CCTV와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하여 지반침하(씽크홀) 점검 및 예방

석면 질환 진단기준 표준화 

•세계 최초 석면 질환 진단기준 표준화

•국내 최초 표준화 진단기준 개발

녹조 대응기술

•조류기인 맛·냄새 물질, 조류독소 80% 이상 

    제거 고도산화처리기술

•핵심 요소기술 특허출원 3건

환경기술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뿐만 아니라,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폐기물

기타

수질

미세먼지 포집성능 8배 높인 실증설비

•전 세계적으로 3개국만 개발에 성공 

•국내시장 1,000억원, 해외시장 8조원

유기성폐자원 혐기성 소화설비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생산

•매출 1,040억원 달성

I SCI 논문성과

4,452건
(’09~’19 누적)

2,316건
3,334건

2,619건
3,823건

3,090건
4,452건

(’09~’19 누적)

I 특허등록성과

3,090건

1조2,400억원

1조4,738억원

1조8,423억원

I 환경 R&D 국외 사업화 실적

1조8,423억원
(’09~’19 누적)

4조9,947억원

5조7,085억원

6조5,531억원

I 환경 R&D 국내 사업화 실적

6조5,531억원
(’09~’19 누적)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2017 2018 2019



KEITI는 HUB다

KEITI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며

국내환경시장은 물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육성

환경산업 육성

테스트베드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해외진출 지원

환경산업 수출지원 

12조7,219억 원
(’09~’19 누적)

환경산업육성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정책자금 지원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벤처기업 및 예비 · 초기 창업기업 지원

해외발주처 초청지원(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환경포럼)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

환경산업 다자개발은행(NDBs) 수주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아프리카 마을상수도 설치지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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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환경산업연구단지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복원 사업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수주금액 : 5,850억원

•환경정책자금 융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금융 인력양성
컨설팅 및
정보제공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특성화 대학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벤처기업 육성

스리랑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캔디(Kandy)시 하수관거 설치 및 펌프장 건설

•수주금액 : 685억원

해외진출 컨설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운영

현지 수주활동 밀착지원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

•5개국 센터운영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One-Stop Solution 지원 (www.etechhive.or.kr)

•유망 환경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진출 촉진

•국내 최초 환경기업 실증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전문연구단지  

산업육성

I 환경산업 수출지원

12조7,219억원

7조8,231억원 1조2,073억원

1조7,295억원

1조9,694억원

10조6,049억원

12조7,219억원

(’09~’19 누적) (’09~’19 누적) (’09~’19 누적)

I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규모

 1조9,694억원

I 환경산업 사업화 지원기업

788개사

환경산업육성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One-Stop 
Solution 

연구개발

실증실험

해외진출
시제품 생산

2017 2018 2019

635개사

707개사

788개사

2017 2018 20192017 2018 2019

1,860명

1,953명

2,076명

(’09~’19 누적)

I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2,076명

2017 2018 2019



그린카드 

1,902만좌 발급
(2019년 기준)

녹색매장 

586개 지정
(2019년 기준)

친환경은 미래다

KEITI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환경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활

친환경생활

친환경경영

그린카드제도

녹색매장 지정제도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친환경대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녹색기업 지정제도

환경경영 확산

녹색금융 지원

환경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4,241개사

16,376개 제품, 
(2019년 기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친환경생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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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 

친환경 제품 보급 및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

능한 사회의 기반을 닦아갑니다.

I 그린카드

(2018년 기준)(2019년 기준)

I 녹색제품  공공구매

3조3,073억원

 

1,901만좌

I 녹색매장 I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586개
(2019년 기준)

1,608개
(2019년 기준)

 1,640만좌

 1,848만좌 469개

528개

586개

2조8,456억원

3조3,414억원

46.1%

47.5% 47.5%

1,500개
1,539개

1,608개

그린카드

그린카드 플랫폼 서비스 확대(유통사·공유경제)

•그린카드 발급좌수 1,901만좌

•그린카드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국민 녹색생활 실천 기반 확대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

하는 제도

녹색매장 지정

녹색유통망 확충 및 기능 강화

•대국민 친환경 소비생활 의식확산 및 녹색제품 판매확대

•전국 586개 녹색매장 지정

녹색제품 공공구매

녹색제품 구매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소비 기반 강화

•’18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50.3%로 전년대비 2.8%p 증가

환경정보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 안착을 통한 환경경영 확산

•환경정보 등록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확대 (97개사 → 100개사)

•환경정보 신뢰도 제고 위한 전수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 확대 (176개사 → 190개사)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친환경제품 인지도 제고

•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장 마련

•167개사 425부스, 44,342명 관람(2019년)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2017 2018 2019

 1,901만좌

구매율

구매액

3조3,073억원

I 환경표지 인증

(2019년 기준)

인증기업

인증제품
4,241개사

16,376개

3,643개사
3,825개사

4,241개사

14,647개

14,698개

16,376개인증제품

인증기업

2017 2018 2019



KEITI는 행복이다

KEITI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해물질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환경보건ㆍ안전

환경피해 구제제도 운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지원

생활밀착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환경보건·안전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책임보험 지원 및 재보험 운영

어린이활동공간 지자체 · 교육청 통합 지도 · 점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운영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 컨설팅 및 개선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접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산업계 법ㆍ제도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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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ㆍ안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와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같은 환경오염 피해 구제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등 생활밀착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환경 복지사회를 만들어갑니다.

I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2019년 기준)

I 석면피해구제 I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4,137개 1,653개2,856명

I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ㆍ컨설팅 및 개선 

4,928명
(’17~’19 누적)(석면피해인정자 

2011~2019)

(2019년 기준)

지원금(누적)

피해자(누적)

구제급여

신규인정자263억원

505억원

576명

2,686명

1,528명

1,700명 1,700명

환경 보건 · 안전지원 포털사이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www.healthrelief.or.kr)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 (http://env-relief.keiti.re.kr)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 (http://www.eco-playground.kr)

석면피해구제시스템 (https://www.adrc.or.k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1,533개) 및 표시기준 모니터링 확대(시장감시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관리 및 비관리품목 실태조사·위해성평가 실시

생활밀착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진료 지원 확대

•12개 광역 지자체 협력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활동공간 실내환경 진단·개선 (650가구) 

•환경성질환 진료 지원 확대 (1,341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시설 확대 (486개소)

2017 2018 2019

1,404개

1,653개

조사제품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2017 2018 2019

환경피해구제 지원

석면 피해구제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결정청구 접수 및 검토
심의 의결 및 

피해인정여부 등급 결정 인정여부 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인 수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수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통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인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심의회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작성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구제심의회 심의 지급

83억원

2,856명

1,533개

105억원

508명

158억원

726명

123억원

569명

진단ㆍ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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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04. 캄보디아 가정용 보급형 정화조 설치

05. 은평구 배식 봉사 및 쌀 나눔 행사

06. 생활밀착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07. 가나 간이정수시설 설치

08. 어울林푸르林 탄소상쇄 숲 조성

01.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02. 그린오피스 선포식

03. 쿠부치 사막 공동조림사업

01

04

0605

07 08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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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환경솔루션

환경 R&D

환경 인·검증

친환경생활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KEITI,  대표 브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