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 디렉토리북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환경부 지정환경부 지정

이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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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란

사업목적

법적근거

유효기간

지정대상

주요내용

기업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인센티브 지원

지정기준

지정절차「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2016-97호 (환경부 고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일 이후 5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 국내 환경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가점 (최대 8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소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및 국내 환경산업 견인

구 분 지원 내역

구 분 지원 내역

맞춤형 전략 수립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ㆍ매칭 컨설팅

전문 인력 고용지원 환경 분야 전문 인력 고용 지원

금융(투ㆍ융자) 지원 민간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수출역량 강화지원 해외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브로슈어ㆍ동영상 제작

글로벌 브랜드
강화 지원

국내외 유명 환경전시회 브랜드 홍보관 운영
다국적 환경기업 및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언론 및 유관기관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화

금융 지원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기술ㆍ사업성 평가 가점
 - 재활용, 환경개선, 환경산업육성 등 2,195억원

 ·민간금융 연계 금융 지원확대
 - KB Green Growth 금융서비스(금리 인하, 컨설팅)
 - 기보 Green Tech 특례보증(보증률 확대, 수수료 인하)

해외진출 지원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고용연계·연수 지원 고용연계과정 환경 전문 인력 고용 지원

기술개발 우선지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가점 부여

전시마케팅 지원

환경산업 수출지원 상담센터 전문상담 및 컨설팅 확대
성과전시회 및 친환경대전 부스임대료 50% 지원,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활용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 변경가능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 내 변경 가능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5개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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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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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수처리기술(HES사업)

-   도로, 철도 등의 터널공사 중 발생되는 오ㆍ탁수처리 시 pH센서를 이용한 현장맞춤의 전자동운전이 가능한 
유량조정조와 무동력 고속침전장치를 도입하여 폐수를 신속,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비점저감기술(STOPU사업)

1) 장치형
  -   초기강우 시 교량, 도로, 택지개발, 유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Vortex원리(선회와류방식)와 

흡착ㆍ여과반응조(패각과 제올라이트 충진)로 조대입자, 미세입자 및 용존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2) 자연형(침투도랑)
  -   다공성 골재 및 순환골재에 bacillus subtilis, bacillus thuringiensis(내생포자 형성균)를 식종, 생물여과 및 

흡착으로 용존성 오염물질 제거효율 향상과 여재의 막힘 지연현상과 교체주기를 연장하는 기술
3) 자연형(인공습지)
  -   지렁이섬을 이용한 인공습지로 부석여재사용으로 생태적 안정과 공극 막힘현상을 방지하여 습지수명 및 

정화력을 향상하고 추가 장치없이 습지 스스로 정화처리로 유지관리가 매우 경제적인 기술

○호소정화기술(Ti-CAR사업)

-   호소의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해 산소공급(용존산소 증대), 여재(패각) 활용(질소 및 인 흡착), 자외 선-
광촉매장치(미생물 정화) 및 자동역세여과장치를 설치, 연속적 수처리장치로 호소를 정화하는 기술

○대기정화기술(EAP사업)

-   (1)혼합여재의 흡착 및 여과, (2)토양 내 분해미생물에 의한 분해, (3)식물뿌리를 통한 흡수, (4)식물, 이끼류의 
광합성(CO2 제거), 등 친환경ㆍ녹지공간 조성형 대기오염물질의 동시처리 기술

○수자원확보기술

1) 투수성 포장기술 (WAPS사업) 
  -   황토분말(황토+Black shale+미생물)을 이용한 상부에 우레탄 도포한 새로운 포장으로, 태양복사열 배제, 

퇴화 후 황토분말은 자연토로 환원, 투수성(수막현상이 현저히 감소) 및 안전성이 우수한 기술
2) 빗물이용 기술
  -   수자원 확보 목적으로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빗물받이 홈통으로 모으고 초기우수배제-집수-여과 및 

살균공정(당사기술로 특화시킨 카트리지타입)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오탁수처리기술(HES사업)

-  도로 및 철도의 터널폐수 처리시설(국도 77호선 보령-태안 1공구, 원산도 해저터널오탁수 처리시설, 7,500

톤/일, 국내 최대규모, 2012년)의 활용(2012년, 신분당연장 복선전철 1-1공구 외 실적 44건)

○비점저감기술(STOPU사업)

-  초기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1-3공구, 1,020톤/시간, 2013년)의 

활용(2012년, 현대건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 도로건설, 30톤/시간, 외 다수) 

○호소정화기술(Ti-CAR사업)

-  호소시설의 정화처리시설(부산 일광CC내 Pond 정화시설, 16개소, 2011년)의 활용

- 충주시 호암지 정화시범사업 (충주시 시행, 예정)

○대기정화기술(EAP사업)

-  고속도로 터널 대기질 정화시설(수석-호평 간 민자 고속도로터널 자동차배기가스 정화시설, 54,000CMH, 

국내최초시설, 2011년)의 활용 

-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지하역사내 실내 공기질관리 시범시설(처리용량, 450CMH)

○빗물이용기술

-  한국철도기술원과 R&D사업으로 충주역사(협의 중)에 빗물이용 시범시설로서 약 4,000L저류용량의 시설을 

설치예정임(2013년 9월 완공계획)

○국내사업:“당사환경기술의Up-Grade”전략

- 기 개발된 당사기술의 사업화 추진 및 마켓팅 강화

- 상수 및 하수처리기술, 폐기물 자원화사업 등 미개척분야, 유망 환경사업 신규개척

○해외사업:“태국현지화지원사업수행을통한태국진출”및수출판로확보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HES-PLUS공정 수석-호평고속도로터널배기가스정화시설,
54,000CMH,2011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형내부구조도,2012

녹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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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및부속자재(PVCDC이중벽관,MEGA오수받이등)

- 별도의 소켓이 불필요한 관대 관 연결의 원터치 시공이 가능한 이중벽관

- 부속자재의 간소화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부속비용이 절감

- 본체의 강성을 유지하여 연결부위 취약성을 극복하고 부등침하에 의한 이탈 극소화

○상수관(ESLONNVPIPE)

- 고무성분과 경질염화비닐 분자로 구성된 공중합 복합 폴리머를 사용한 내충격수도관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로 탐사 기능을 부여한 내충격 수도관

○빗물저장시설(RAINSTATION)

- 초기우수대응 및 우수재활용이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용 빗물저장 침투조

- 플라스틱(PP) 체수재, 방수(보호)시트, 맨홀, U형침사지, 차수판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빗물 침투저류 시설

○비굴착보수(H-SPR)

- 노후화된 기존관 내에 PVC프로파일을 결합하여 스라이럴 형상으로 제관

- 기존 관과 갱생관 사이에 전용 몰탈을 충전하여 기존 관과 일체화된 강고한 복합 갱생관으로 재구축하는 공법

○당사생산제품및기술은수질환경분야에해당

-   주요제품인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은 1997년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2004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제품으로 공급했으나, 현재는 다수의 경쟁사 출현으로 그들과 대등한 시장경쟁구도를 형성중

-  2007년부터 일본 최대 화학기업인 세키스이화학공업(주)의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수도관을  

생산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비굴착보수, 빗물저장시설 등 환경관련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투자 및 매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주요거래처로는지방자치단체,정부,공공기관및대기업건설사

- 전국의 매출 거래처 수는 1,000여개 정도를 확보

- 매출비중이 주로 대기업에 의한 사급매출에서 지자체에 의한 관급매출 50%이상으로 영업영역을 확대중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기반으로서 정부의 대형공사 참여가 용이

○정부대형Project공사집중공략

- 전국 하수관 BTL사업을 필두로 하수관매출 연간 기본 300억 원대 유지

+ 빗물저류조 판매 단위 대형화로 매출액 급등

+ 강원도 태백, 영월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필두로 수도관 매출 확대

- 향후 정부 대형 Project에서 매년 150억 ~ 200억의 추가매출 기대

○전제품조달청3자단가계약체결로제품판매마진율개선

- 기존 하수관, 오수받이의 조달청 3자 단가 재계약 완료

- 수도관, 빗물저장시설의 신규 3자 단가 체결로 동 제품에 대한 (-)마진율 탈피

○환경보호인식강화및정부정책에연동된신규품목매출신장기대

-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 빗물저장시설 / 비굴착 보수공사 (SPR) 의 대형 수주 기대 상,하수도관 제조, 판매 

매출구조 → 빗물저장시설, 비굴착보수공사 시공수익 매출구조

- “물”에 대한 인식변화, 기업외적 환경변화(공공시설 신축시 빗물저장시설 의무채택 등)

○비굴착관로갱생공사(SPR)설비투자,육성

-  현재의 경험 및 시공능력으로는 대형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시공능력 증대 및 노하우 축척과 동시에 

제2차 설비투자를 통해 수주의 대형화, 차세대 대표 매출 ITEM으로 육성

○보유기술의지속적인개발방안도출및기술에대한권리를보호

-  특허출원·등록,성능인증, 환경신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KS/KC인증 등 다수의 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고자 함

하수관및부속자재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뉴보텍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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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05-10

홈페이지 : www.canvaskorea.com 

전       화 : 031-664-2641~3

이  메  일 : dongil2641@naver.com 우 현 직

 

 

○수분흡착휄트를갖춘벨트프레스

- 다양한 범위의 폐수에 적용 가능

- 함수율이 낮고 안정

- 소음 및 진동이 적다

- 유지ㆍ보수가 용이

- 대량처리가 가능

 

○전기침투식슬러지감량장치

- 기계식 탈수의 한계를 극복

- 가변탈수 압착

- 완벽한 화재방지, 절연

- 용량증대가 용이

- 안정된 슬러지 투입

○필터프레스

- 적용범위가 크다

- 편리한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

- 전자동 케익 탈리가 가능

- 구조가 간결하고 튼튼함

- 유압시스템이 안정적

○스크류탈수기

- 저소음, 저동력 소요   

- 대량처리가 가능

- 세정수가 적게 소요

- 밀폐식으로 악취방지 및 주변 환경이 청결

○수분흡착휄트를갖춘밸트프레스

- 하수, 정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 슬러지 전반에 적용

- 광주지방조달청 외 40여개 업체 (2011년 이후)

○전기침투식슬러지감량장치

- 하수, 정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 슬러지 전반에 적용

- 대전하수처리장 외 6개 업체 (2011년 이후)

○필터프레스

- 산업폐수의 여과, 탈수 (세차,염색,제지,도금,연마,음료,피혁 등)

- 제조 공정에서의 여과, 탈수

- 한국환경공단 외 30여개 업체 (2011년 이후)

- 총사업비 : 약 4.6억

- 공사기간 : 2013년

○스크류탈수기

- 응집이 양호한 유기성 슬러지에 적합

- 하수, 분뇨, 음식물 대용량 처리장

- 효성엔바이로 외 6개 업체 (2011년 이후)

○지속적인기술혁신

- 현재 탈수기 및 환경설비에 대한 지식재산권 약 60여종 보유 

- 계속적인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매진

○주력사업확대를위한외부네트워크등활용

-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과제 사업 및 산학연계 사업에 중점

- 수출확대를 위하여 협회나 수출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스크류탈수기

여포이동식전자동필터프레스

원심탈수기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수분흡착휄트를장착한고압형벨트프레스 전기침투식슬러지감량장치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16 17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5로 20

홈페이지 : www.ds21.kr

전       화 : 032-572-3151

이  메  일 : ds21@ds21.kr이 천 억

 

 

○유분부상분리용EIP팩

-   유수로부터 오일을 부상 분리하는 경우, 유수의 흐름에 방향성을 부여하여 작은 크기의 오일 입자들이 서로 

충돌 (collide) 현상을 일으키고, 비 층류 흐름을 유발시킴으로서 오일이 서로 유착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오일 

입자를 크게 하여 물과 오일의 분리성능이 향상된다.

-   슬러지의 흐름이 물과 함께 하부로 흘러서 배출되기 때문에, 슬러지의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마이크로기포발생장치

-   수처리 장치의 기본 설비인 DAF (가압부상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기 힘든 수질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단시간 내에 다량의 1㎛ ~ 10㎛의 초극미세 마이크로 기포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슴으로써 폐수 중에 함유된 

유분 및 고형 부유물 (SS)을 쉽게 응집처리하여 부유 시키고 제거할 수 있다.

○세계물시장규모는2007년3,620억달러에서2025년에는8,650달러까지증가될전망이며,
연평균증가율은4.9이다.이중에서공업용수,하수폐수처리도2007년240억달러에서2025
년570억달러까지확대될전망으로증가율은연평균4.9%이다(녹색성장위원회“세계물시장
동향”인용).

특히중동및동남아정유소,Oil&Gas,석유화학,발전소폐수처리,수처리설비수요는
지속적으로늘것으로전망되며특히당사는여과기제조기술,폐수처리기술특허및기술력을
바탕으로매출액이2014년30%상승,2015년도10%상승되었으며영업이익도매년10%
이상유지하는건실한중소기업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SK,삼성,대림) 및 해외 건설사 (WISION, CPPMEC, PEROFAC,
TENCHNICAS)거래를진행중이며,해외거래처확보를위해중동및동남아시아의REFINERY,
OIL&GAS,석유화학오너들에벤더등록을추진중이다.

○전체사업중환경분야사업비중은매출의100%를수처리부분으로약21%만국내매출이며,
79%는해외수출에서발생한다.

○기술ㆍ사업확대를위한경영자의전문성및역량,사업추진및경영활동을위한전략

- 매년 수익의 30%를 기술개발에 투자 한다.

- 설계 출신의 전문 인력이 경영하는 회사로 기술개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담당 한다

○주력사업확대

- 선진국 기술을 습득, Study 하는 과정에서 Pilot 테스트를 통해 자체 기술력 확보 한다

-   다량의 특허 보유하고 있다. (재질의 벤츄리 관을 활용한 공기방울 발생장치, 출원 No. 10-2016-057661)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디에스21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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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 6로 66번길 20

홈페이지 : www.dh3321.com 

전       화 : 051-314-3321

이  메  일 : dht@dh3321.com황 소 용

 

 

○백연경감및비산수회수용냉각탑

-  기존의 eliminator를 개선하여 비산수 회수부 eliminator와 백연 경감부 eliminator로 구분 설계하여 냉각탑 

송풍기의 풍속에 의해 상부로 비산되는 비산수를 회수

-  비산회수부 eliminator를 추가하여 습한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방울이 비산수 회수부 eliminator의 그루터기 

부분에 걸림으로 풍속에 의해 물방울이 빠져 나가지 않고 제거

-  기존의 eliminator 내부 공극을 넓게 하여 냉각이 필요한 공정수(뜨거운물)을 eliminator 내부로 공급함으로써 

eliminator 사이로 지나는 습공기를 가열하여 백연을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고비중제철슬러지공급장치

-  고비중 제철 슬러지를 재할용하기 위한 제철 슬러지 분리시스템의 도입부에 제철슬러지가 정체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속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 경사판 및 분사노즐을 이용하여 작업의 연속성 및 공급관 폐색으로 인한 조업 중단 등 업무 효율을 높임

○냉각탑관련

- 고온의 물을 냉각시켜 다시 재순환이 필요한 공정에 적용

- 제철, 제강 공정, 발전플랜트 등에 사용됨

 

○수처리system관련

-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및 고도처리 공정을 이용한 폐수처리 system

- Filtering System(sand, activated carborn 등)

- Demineralized water system : 이온교환수지, RO 를 이용한 초순수 제조가 가능한 system

○주요제품활용실적

품  명 납 품 처

(포항) STS1기 압연설비합리화_환경설비 포스코

브라질 CSP 고로설비 WATER TREATMENT EQUIPMENT 포스코건설

(광양)1배수 활성탄 재생로 노후 교체 활성탄 재생로 설비비 포스코건설

포스코 석탄이용 SNG 생산플랜트사업 DEMINERALIZED WATER TREATMENT ACKAGE 포스코건설

브라질 CSP 코크스설비 BIOLOGICAL EFFLUENT TREATMENT PLANT 포스코건설

포스코광양 4열연 수처리설비 / COOLING TOWER 포스코엔지니어링

Cooling System (SNNC 능력증강사업 Utility 설비) 포스코플랜텍

WATER TREATMENT SYSTEM FURNACE & MILL COOLING WATER 대성철강

COOLING TOWER 1 TYPE 개선 효성

순수제조설비 교체공사 한라산업개발

○새로운먹거리창출을위한지속적연구개발활동

- 정부 지원 사업 수행(민관공동투자사업/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등)

- 지속적 R&D 개발비 투자

-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동 건립을 통한 연구시설 확장

- 타연구기관(대학, 연구원 등) 과 기술 consortium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

○매출시장의다변화

- 매출 규모의 약 5~60%가 포스코 계열 회사임

-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관공서 납품(상하수도 공사업 등 관련 자격 준비중)

- 점차적인 수출 시장의 확대(2009년 수출 100만불탑, 2013년 수출300만불탑)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Fig.개선된eliminator의형태

대한제강/평택압연공장냉각탑및수처리시설 한일시멘트/CLARIFIER&MONOVALVEFILTER 효성네오켐/R_O설비 포스코건설/침전조설비

디에이치테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20 21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길 6

홈페이지 : www.korearoyal.com 

전       화 : 053-583-8651

이  메  일 : royal@korearoyal.com

○원심탈수기,농축기:오,폐수슬러지의농축ㆍ탈수ㆍ분리공정에설치되어슬러지를원심력으로
농축ㆍ탈수ㆍ분리하기위한차속제어방식의대용량탈수및농축장치

-  인버터에 의한 자동 차,감속 제어방식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

- 소음방지용 플레이트가 장착 구비되어 있어 고속회전에 의한 소음 감소

- 고속운전에도 불균형 없이 회전이 가능하고, 20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내마모성, 내식성 우수

- 슬러지의 농축ㆍ탈수ㆍ분리처리가 가능한 스크류 데칸터형 원심분리기

- 터치 스크린에 의한 자체 고장 진단으로 안정적 운전 가능 

 

○고효율스크류프레스:스크류프레스는산업용탈수기의여러종류중가장전력낭비가적을
뿐만아니라소음발생도적고,악취방지를위한별도의설비도필요없는그린에너지고효율
탈수장비

-  응집혼화 농축조에서 1차 고액분리후 스크류 프레스 투입

- 스크린을 감싸는 원형 이동식 고압 세척 분사장치

- 24시간 연속 탈수 가능 

박 재 덕

○고용량처리형원심탈수농축기:하수,분뇨,축산분뇨,음식물처리장및산업현장559개소
962대를납품

- 하수 : 240개소 442대 (대전하수, 중랑물재생센터) 

- 분뇨 :  97개소 193대 (청주 환경사업소, 천안 환경사업소)

- 축산분뇨 : 89개소 140대 (안성축폐, 창녕축폐)

- 음식물 : 22개소 33대 (여주음식물, 파주음식물)

-   산업폐수 : 20개소 35대 (동해북평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매립지)

- 산업현장 : 91개소 119대 (현대제철, 삼성정밀화학)

○고효율스크류프레스,저속드럼형농축기등저에너지소비제품군:그린에너지형저탄소배출형
탈수시설로서각종공공하수처리시설,산업용오폐수처리시설에적용

○향후녹색저탄소저에너지소비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기존탈수기및건조기대비
효율50%이상의에너지절감효과를목표로진행

○기존개발된탈수기설비의장단점을융합한새로운감량화시스템및소형화된건조설비를
토대로슬러지감량화시장의녹색제품적용시장선도

전국납품실적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 납품처

횡성하수 처리장

중량물재생센터

용연 공공하수처리시설

난지물재생센터

광주 제2공공하수처리시설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천하수처리장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G7환경기술개발사업성공/신제품인증(NEP)

로얄정공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22 23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184번길 25

홈페이지 : www.bkt21.co.kr

전       화 : 070-5050-5555

이  메  일 : bkt@bkt21.com

○BBF(Bio-filtration)

- 생물학적처리와 물리적 여과를 동시에 수행하는 생물여과 공정

-   여재 부착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 탈질을 통해 하·폐수 내 질소를 제거하고 여재 여과기능에 의해 하폐수 내 

유기물과 부유물질 제거하는 다기능 수처리 기술

경제성

•  부지집약화에 특화된 경제적인 하수처리 공정
   - A2O 대비 30~50% 소요부지 절감
   -   MBR 대비 전력비 40~60% 절감, 시설 

교체비 95% 절감
   - 최종 침전지가 불필요한 컴팩트한 공정

우수성

•안정적인 보증 수질 달성
   -   고농도 미생물 확보로 부하변동 대응 탁월
   -   부유식 공정 대비 2~3배 이상 높은  

질산화, 탈질 제거 속도
   - 긴 SRT로 저수온에서도 질산화 효율 유지

○COWT(OrganicWasteTreatment)

-   친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가 어려워진 유기성 폐기물을 감량 및 

고형 연료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 고온·고압에 의해 슬러지를 가수분해 시킨 후 유기물을 분해, 탈수 처리하는 열가수분해 기술 

우수성

•  건조 기술 대비 최대 65%, 간접 가온 방식의 열가수분해 
기술 대비 10~15% 에너지 절감 가능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기술

•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형물을 다시 연료로 순환 재이용
하여 최대 95%까지 감량화 가능한 친환경 기술

경제성
•  버려지는 열원을 재이용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처리 

효율을 높임

○보유기술의적용분야및실적

항목 적용분야 실적

BBF
(Bio-filtration)

- 하폐수 고도처리 
- 하폐수 고도개선 
- 농축수처리
- 초고도처리 및 재이용
- 하폐수 일차처리
- 간이공공하수처리 
- 지하수 정화처리 

- 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50,000(m3/d)
- 서울시 서남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720,000(m3/d)
- 인천시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0,000(m3/d)
- 울산시 언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개선 60,000 (m3/d)
- 파주시 금촌 및 운정 하수 재이용 농축수 처리시설 16,500(m3/d)

COWT
(Organic Waste 

Treatment)

- 가축분뇨 및 하 ·폐수 슬러지
- 각종 산업 폐기물
- 가축 폐사체 처리

-   구리시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 탈수케이크 총 
125.1 (m3/d)

-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도축폐기물 처리시설 100(m3/d)

○막대한비용을들여처리하던하·폐수에서수익을창출하는미래형하수처리장‘Tomorrow
WaterProcess’(이하‘TWP’)

-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결합하여 하수에 포함된 물 뿐만 아니라 고형물까지 가장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인 Tomorrow Water Process 기술 완성

- TWP의 핵심기술인 AMX(Anammox)기술 실증화를 통한 아나목스 기술 선도

  •2016년 미국 하이페리온 하수처리장 주공정 AMX 파일럿 협약 체결

  •2016년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반류수 국내 최초 AMX 적용

○향후IoT,빅데이터등4차산업기술과의융합을통해미래수처리기술선도

○미래도시의가치를높이는‘물재이용’을통한‘SmartWaterCity’실현

정 일 호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 >

< 인천시 송도 하수 재이용 시설 >

< 서울시 서남 물재생센터 >

< 구리시 하수처리장 > < 부경양돈 농협 >

부강테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24 25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홈페이지 : www.samjinvalve.com

전       화 : 042-672-3600

이  메  일 : thjeong@sjv.co.kr

○독립형정수장치

- 원수의 상태 및 변동부하에 따라 대응가능

- 비전문가도 유지관리 및 운영 가능

- 특허 및 K마크 인증 획득 

○가압부상설비

-   기존 10~15 m/hr 범위에 그쳤던 수면적부하를 40 m/hr까지 향상됨으로써 기존 가압부상설비보다 시설규모 

축소 가능

- 나선형 블레이드를 가진 스키머를 사용함으로써 고장이 없음

정 태 희

○독립형정수장치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 김천시, 여주시, 봉화군 등 전국 50여 개소에 납품

 

○가압부상설비

- 가뭄시 또는 고탁도시 정수장의 침전지가 부담하는 부하를 줄여줌

- 영천시 500톤/일 파일럿플랜트 설비, 영천시 5,000톤/일 실증플랜트 설비 부산시 1,000톤/일 파일럿플랜트 설비

○독립형정수장치

-   수질감시 센서 부착후 센서가 운영자에게 무선통신으로 연동되어 수질감시가 가능한 정수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유지관리 편의성 도모

○가압부상설비

- 수면적부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 유입원수 특성별 최적 처리를 위한 운전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개발 필요 

-   가압부상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침전지 침전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 프로세스 구성 및 최적 운전인자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독립형 정수장치 >

< 가압부상설비 상부 모습 >
가동 전(좌) 가동 후(우)

가압부상설비에 의해 물속의 고형물질이 떠오른 모
습이 보여지고 있음

< 가압부상설비 전경 >

삼진정밀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26 27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376

홈페이지 : www.sehwaetc.com 

전       화 : 032-571-4221

이  메  일 : sehwaetc@chol.com

(주)세화엔스텍
 SEHWA EnsTech Co.,Ltd.

 인간사랑 지구사랑 

고 동 균

 

 

○99%이상의완벽한처리효율이가능한복합기술

-  본 기술은 높은 농도의 혼합폐수를 처리할 경우 우선 질소의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 2단계 과정으로 감압 

증발공정(증발온도 65~95℃, 진공도 190~630mmHg 범위) 및 흡착공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총질소 

95%, COD 및 중금속 99% 이상이 제거되는 획기적인 물리화학적 복합기술

○단1%의에너지도낭비하지않는에너지절감형기술

-  처리과정 중 감압증발공정의 경우에는 MVR 및 TVR을 연계한 공법을 적용하여 폐수 증발농축시 소모되는 

스팀을 기존 농축장치에 비하여 60~90%까지 절감시키는 초 에너지 절감형 기술 

○CODMn 5,000mg/l이상의불특정혼합폐수를악취및VOCs를발생시키지않고고효율
정화하기위한복합처리시스템의개발(총CODMn제거효율99%이상,중금속99.9%이상,
T-P99.9%이상,T-N95%이상),실증용설계/제작,표준화,탈질공정설계인자적정화

○산업폐수중존재하는고농도의질소제거

-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질소제거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생물학적 처리의 한계로 인하여 처리효율이 50~60% 

수준(호기성조건)을 넘기가 어려운 실정 그러나, 본 기술은 탈질 뿐만아니라 중금속 및 고농도의 유/무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폐수일지라도 완벽한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본 기술 중 

암모니아성질소 처리기술은 세계최초로 개발된 순수 국내기술로 현재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인 기술 

특히, 기존 공정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60~90%이상, 처리단가는 10~40% 수준

-  외국경쟁사인 일본의 Sasakura사와 비교하면 암모니아성질소 처리공정이 간단하고, 공사비용면에서 약 3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

○활용실적및성과

품 명 납 품 처

탈황폐수처리설비 중부발전(신보령)– 두산중공업

폐수처리설비 동양종합건설- 동양에코

폐수처리설비 GRM

EPOXY 폐수중 소금생산 설비 국도화공 - 중국

폐수처리설비 kc한미산업 

탈황폐수처리설비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

- 수입대체 효과 

   신보령화력발전소 133억원 공사 수주(2013) 등 500억원 

- 특허

   불특정 혼합폐수로부터 질소제거를 위한 복합처리 방법(2004)외 2건

- 기타

   인천환경대상 및 환경부장관상 수상(2006, 2013), 신기술지정(2006) 및 성능인증 취득

○본기술을국내ㆍ외화력발전소시설내총질소처리시설로설치할뿐만아니라향후2020
년까지해외판로개척을위한영업전략을수립하고대기업과연계하여해외영업을진행중

-  총질소 (폐수 무방류)의 국산화로 외국사와 경쟁(우위 점령) 

- 신보령화력발전소 6개 사업장 탈황폐수 처리용 폐수무방류설비 실적 보유   

-  시장진입 초기시 (10ton/hr)에 적용하였으나 최근 대형화(40ton/hr)로 인하여 고용인력 충원 및 고용 확대가 

절실함 

-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추진 활동 국내 대기업발전소 및 글로벌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 현재,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GS 건설, SK건설 등 협력업체로써 해외 입찰 참여중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울산화력발전소탈황폐수무방류설비-총질소제거설비 국도화공中國上海EPOXY폐수를이용한부산물소금생산설비

세화엔스텍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28 29

주       소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341 번길 64

홈페이지 : www.sseng.co

전       화 : 051- 304 - 3531

이  메  일 : lwj@sseng.co

For water & Humanity !

강 영 배

 

 

○공극제어형섬유여과기(PCF)/중력식섬유여과기(GFF)

- 국내 독자개발의 환경신기술(NET) 검증 및 성능인증 제품(수처리 여과기)

- 비직조 미세섬유(평균공극 5㎛)의 심층여과로 안정적이고 높은 처리효율 확보

- 물+공기를 이용한 격렬유동 자동역세로 장기간 운전시에도 여재폐색 없음   

- 컴펙트한 구조로 설치부지가 적고 운전 및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

○이동형정수처리설비(PWS)

- 공극제어형 섬유여과기의 특화된 2단 응집 직여과 기술 적용

- Pakage 정수처리시스템을 수출용 규격의 컨테이너에 탑재한 컴펙트한 설비 

- 45ft 표준 컨테이너의 2단 응집 섬유여과공정으로 12,000㎥/일 먹는물 생산 

- 기존 방식(공정)과 비교 1/30 설치부지 및 운전비 1/3 정도만 소요

○역삼투압설비(ROSYSTEM)

- 세계 최고의 16“ RO 기술을 보유한 Nuwater사와의 기술제휴

- 특화된 유량균등분배장치(IFD) 장착으로 CRITICAL FLUX 증대

- 16“ RO 멤브레인 적용으로 8“ RO 대비 설치부지 50% 및 운전비 20% 절감

○주요기술모식도

○정수처리분야(먹는물및공업용수)

- 호소수, 지표수, 순환수(냉각수 등), 막여과 역세수 및 UF/RO 전처리 적용

- 태국 더블에이사 공업용수처리시설(80,000㎥/일) 외 다수 

○오ㆍ폐수및하수처리분야

- 방류수 3차처리, 총인(T-P)처리 및 하수재이용(공업용수, 생태하천 등) 적용

-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900,000㎥/일) 외 다수 

○해수담수화분야

- UF 전처리, SWRO 전처리 및 16“ RO 적용

- 남동발전(주) 영흥화력 발전소(6,000㎥/일) 외 다수

○납품및운영실적

국내
정수 중수도 하수 폐수 오수 양어장 기타 소계 총 계

51 52 532 304 552 15 71 1,577

1,706대
해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니 기타 소계

79(현지 포함) 1 2 16 26 5 129

PCF FILTER 1,353대 / GFF FILTER 353대

○정수처리시장분야

- 주 공략시장(지역) :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

-   정수처리분야에 향후 20년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존 시설과 비교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보유한 “이동형 정수처리장치(PWS)”의 해외 환경전시회 참여 등 적극적인 

해외홍보와 영업 강화로 매출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하수재이용/해수담수화시장분야

- 주 공략시장(지역) : 한국, 중동, 중국, 미국 및 남아메리카 등

-   세계적인 물(수자원) 부족 심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수요창출이 예상되는 하수재이용분야에 최적 

시스템인 “2단응집 섬유직여과 + 16“ BW(SW)RO 시스템”의 국내 실적 확보로 국내시장 점유율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매출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공극제어형섬유여과기 중력식섬유여과기 이동형정수처리설비 16"RO멤브레인

공극제어형섬유여과기삼성전자화성공장
(32,600㎥/일)

중력식섬유여과기
부산시강변하수처리장(450,000㎥/일)

이동형정수처리설비
부산시덕산정수장(12,000㎥/일)

16“RO하수재이용설비
싱가포르베독플랜트(55,000㎥/일)

생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30 3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41

홈페이지 : www.econity.com 

전       화 : 031-334-6180

이  메  일 : info@econity.com장 문 석

 

 

○수처리분리막

- 독자적인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순수 국산 수처리 분리막

- 연신법(Stretching), 세계 최초의 Hybrid법(TIPS + Stretching) 적용

- 슬릿 형태의 비대칭성 기공 구조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처리효율 확보

- 높은 다공도에 의한 뛰어난 수투과 능력과 플럭스

○침지식중공사형분리막카세트(CFSeries)

- 서랍형 카세트 방식 적용에 의한 용이한 유지관리

- 다양한 맞춤형 프레임 적용

- 국내 최초 California Title 22 인증 제품 

○가압식중공사형분리막모듈(PFSeries)

- 국내 최대 막면적 적용을 통한 설치 면적 감소 

- 수리학적 모듈 설계를 통한 내오염성 증대 및 물리세정에 의한 회복율 우수

○하ㆍ폐수처리및재이용분야(침지형분리막적용)

- 국내 최대 적용 분리막

- 개소수: 약 2,000여개소, 총 적용용량: 700,000 ㎥/일

- 대표 현장

   •화성 송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84,000 ㎥/일)  

   •인천 공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65,000 ㎥/일) 

   •아산 신도시 하수 재이용 시설 (47,000 ㎥/일)

   •대구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25,000 ㎥/일)



○정수처리및재이용분야(가압식분리막적용)

- 서귀포시 색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 (5,000 ㎥/일)

- 서귀포시 대정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 (5,000 ㎥/일)

- 속초시 속초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 (1,000 ㎥/일)

- 남양주시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1,000 ㎥/일) 

○지속적인R&D투자를통한기술중심의사업화제고

- 기존 제품 Up Grade로 고객만족 실현 및 경쟁력 강화

- 신규 분리막(MD) 개발을 통한 차세대 분리막 시장 대비

 

○해외물산업시장진출및확대

- 미국 및 중국 법인을 통한 거점 지역의 시장 확대 및 신규 지역(동남아, 중동) 진출 

-  국내 최다 실적의 다양한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적극 공략하여 친환경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침지식중공사형분리막카세트(CFSeries) 가압식중공사형분리막모듈(PFSeries)

인천공촌공공하수처리시설 대구달성폐수종말처리시설

에코니티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32 3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8, 604호

홈페이지 : www.envioneer.com

전       화 : 031-716-3670

이  메  일 : sales@envioneer.com

(주)엔바이오니아

(주)엔바이오니아

www.envioneer.com

Co., Ltd.

○정수용필터(양전하부가필터)

-   양전하 부가로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 여과지 표면/기공에 양전하를 부가(Electropositive Charge)하여 물속의 

유기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음이온성 미세오염물질 제거

-   습식제조 공정으로 고효율, 저차압, 유량 극대화 : 약 0.6~0.8㎛ Mean Pore Size의 Micro Filter

-   최근 양전하 부가 CNF(Cellulose Nano Fiber) 필터 신제품 출시, 다양한 등급 및 형태로 제작 가능하여 시장 

확장이 기대됨

○산업용필터(GF카트리지/원자력발전소용필터)

-   GF 카트리지 필터는 합성섬유보다 훨씬 작은 직경의 소재로 Absolute 등급의 고효율, 저차압을 실현

-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공급되는 밀봉수의 불용성 물질 제거(제거효율 : 99.98% 이상, Q등급)

-   원자로 냉각수의 여과 및 방사성 부식물질, 핵분열 생성물 제거(제거효율 : 99.98% 이상, Q등급)

○첨단부직포(경량화소재등)

- Glass/PET/Carbon Fiber 등 첨단소재를 습식(Wet-laid) 제조기술로 복합화

-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흡음재, 단열재 등으로 적용

-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 자동차 산업에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고연비 추세에 경량화 소재 수요 증가

○정수용필터(양전하부가필터)

- 가정용 정수기 필터

- 휴대용 물병 및 Pitcher type 

- 국내ㆍ외 정수기 제조업체 공급 중

○산업용필터(GF카트리지/원자력발전소용필터)

- 상ㆍ하수/중수 처리시설, 일반산업 및 특수산업 분야의 폐수처리 등

-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필터로 활용

○첨단부직포(강화경량소재및흡음재,복합소재등)

- 자동차용 내외장재

- 건축물 흡음재, 단열재 등으로 적용

- 완성차 업체에 Under body cover 용 강화 경량소재 공급 개시

○HealthCare가전및정수용필터

-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중국, 네덜란드, 베트남 등 

물산업 및 정수기시장 분야의 해외 전시회(Aquatech China, Aquatech 

Amsterdam 등)에 참가

-   해외시장으로의 원활한 수출을 준비코자 미국 NSF 인증, FDA 등록, 

중국 위생허가 인증 등 주요국가의 인허가 획득

-   글로벌 시장ㆍ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분야와 소재를 발굴코자 

국내외 전시회 및 세미나, 포럼 등에 참석

○첨단부직포(강화경량소재및흡음재,복합소재등)

-   자동차용 내외장재 공급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협업하여 시장 

확대방안 모색

-   건축물 흡음재 및 단열재 개발에 따른 신제품 출시

한 정 철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가정용 정수기(양전하부가) 필터 >

< 산업용 GF/PP Pleated 카트리지 필터 >

< 첨단 부직포(흡음재, 복합소재 등) >

< 자동차 Under body cover용 강화 경량소재 >
< 원자력발전소 필터 >

엔바이오니아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34 35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6층

홈페이지 : www.enbiocons.com

전       화 : 02-3151-9800

이  메  일 : 52sobagi@naver.com

○하수슬러지건조연료화(관련국내특허8건,해외특허1건)

- 점성이 강한 하수슬러지 특성을 고려한 건조 MECHANISM

- 슬러지 건조 비표면적 증가로 수분 제거 효율 탁월

○음식물쓰레기사료화(관련국내특허3건)

- 부양식 열풍건조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식 사료화 MECHANISM

- 별도의 탈취장치 없이 악취공기를 건조기 연소공기로 이용하여 효과적처리

○저급석탄개질(관련국내특허2건,해외특허1건)

- 벨트 건조기, 유동층 건조기의 특성을 접목한 열풍 대류식 벨트타입 건조 MECHANISM

- 저질석탄의 운반과 개질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법특성상 대용량 생산 가능

○수도권매립지슬러지자원화2단계시설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1,000톤 처리하는 시설

- 전국 최대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시설

○부산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

- 부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550톤 처리하는 시설

- 직접건조와 간접건조의 2단계 건조공법으로 연료사용 절감

○진천하수슬러지처리시설

-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20톤 처리하는 시설

- 건조기전단에 전기침투탈수기를 설치하여 연료사용 절감

○하수슬러지건조연료화

- 지역별, 나라별 상이한 특성의 슬러지를 분석하여 처리효율 증대

- 한정된 기존의 처리시설에 비해 매년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

- 지자체별 노후된 처리시설의 대체시설로서 국내 시장 공략

-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아시아 국가를 집중대상국으로 해외 시장 공략

○음식물쓰레기사료화

- 지역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전조건 확립

- 지자체별 노후된 처리시설의 대체시설로서 국내 시장 공략

○저급석탄개질

- 고유가와 일본 원전사고로 석탄화력 발전수요 증가추세

- 매장량이 많고 저렴한 갈탄, 아역청탄 등 저급탄의 고효율 개질기술 발전

- 노천광산이 산재한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집중대상국으로 해외 시장 공략

이 동 완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 >

< 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

< 구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엔바이오컨스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36 37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454 (남동공단 123-1)

홈페이지 : www.yucheon.co.kr

전       화 : 032-812-5077

이  메  일 : master@yucheon.co.kr

YUCHEON ENVIRO

문 찬 용

 

 

○인증및기술획득현황

- 품질시스템인증 획득(ISO 900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다수 등  

○취급품목

- 섬유 디스크필터

-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 솔라건조기 (Solar Sludge Drying)

- 수중 에어레이터 & 믹서

- 디퓨져(E-FLEX)

- 스크류 프레스

- 질소제거(MBBR)

- 이동상 상향류식 사여과기 (Sandflo Filter)

- 자동 미세 섬유필터 (AMF 시리즈)

- 캐비테이션 농축기(CAF)

- 사이폰식 여과농축장치

- 경사판

- 고분자 자동용해장치

- 여과포(필터크로스, 헤미필터, 바쿰필터, 벨트프레스, 캔바스)

○하폐수처리분야

- 주공략시장(지역) :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 아시아권 물 산업 시장의 높은 성장 및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경제적 경쟁력

-  하수처리장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선진기술이 도입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 시장 진출 추진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난30년간국내수처리분야선도및최고수준의수처리장비연구개발

- 유천엔바이로는 국내에서 검증 받은 다수의 실적으로 국내외 수처리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섬유디스크필터(YDFSseries)100%침지식
수원시수원(STP520,000m3/일)

섬유디스크필터(YDFseries)55%침지식
성남시성남(STP460,000m3/일)

마이크로디스크필터
대전시대전(STP900,000m3/일)

유천엔바이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38 39

 

주       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11 현대지식산업센터(문정)A동 1111호

홈페이지 : www.okilshin.co.kr

전       화 : 02-861-4488

이  메  일 : okilshin@okilshin.co.kr

○하폐수총인및총질소동시제거고도처리시스템(IPRTMPROCESSandIPNRTMPROCESS)

- 금속염(철염)을 이용하여 화학적 흡착 인제거

- 메디아의 공극낸 종속영양탈질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제거

- 하폐수 중의 인과 질소를 단일 반응조에서 동시에 제거

- 역세중단없는 연속메디아 세정을 통한 운전으로 안정적인 처리수 확보

○탈황폐수고도처리용난분해성COD제거기술(IEOTMPROCESS)

-   오존보다 강한 산화력의 금속산화염을 이용한 난분해성물질 고도처리

-   산화반응에 따른 추가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기술

-   난 분해성 COD 및 T-N, T-P와 중금속, 그리고 미량 오염물질 처리

○막여과시설

-   고도 수처리를 위한 분리막 여과시설

-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 설계 및 시공

○흡착전기산화유기오염물질고도처리기술(IODCprocess)

-   반응기내 그라파이트흡착제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흡착후 전기산화하여 제거하는 기술

-   하폐수중 TOC 및 COD 처리

-   정수처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 처리 

-   흡착전기산화를 이용한 유기물질분해로 슬러지 발생이 없음

-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 기술로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음

○VOC농축연소시스템

-   발생원에서 발생한 저농도 대풍량의 VOC함유 가스 농축기를 통해 농축시켜 고농도의 저풍량 가스로 전환시킨뒤 

이를 산화시켜 무해한 가스로 처리

○총인처리및총질소동시제거고도처리시스템

- 전국 하수처리장 100개소 설계 시공

- 대구달성 폐수종말처리장 (25,000톤)

- 다수의 민간부문 폐수처리장 설계 시공

○탈황폐수고도처리용난분해성COD제거기술

- 하수고도처리 시설

- 발전소 폐수 (탈황페수 포함), 광산폐수, 의약제조시설 등

- 고농도 유기폐수, 축산/분뇨 폐수, 고독성 폐수, 수산물 가공공장, 음폐수등

-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으로 사업진행

○막여과시설

- 영등포막여과 시범정수장(가압식), 처리용량 12,500톤/일

- 동외 정수장 막여과시설 공사

- 가압식 분리막 통합플랜트 전처리설비 공사 와 다수 실적보유

○신기술및지적재산권

- 환경신기술인증 및 검증, 지적재산권 14건, 이노비즈외 인증 4건

○총인처리및총질소동시제거고도처리시스템

-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동절기 기준완화폐기등 배출기준의 강화 및 주요 수자원의 질 확보를 위해 고도처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기준에 의한 인제거에 이어 질소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IPR 기술 및 IPNR기술은 이러한 트랜드 및 정책적 움직임에 부합하는 기술로 우수한 처리효율을 바탕으로 

하폐수 고도처리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시설관리 및 자동화를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탈황폐수고도처리용난분해성COD제거기술

-   탈황폐수중의 난분해성 COD를 제거하여 고도처리하는 기술은 일신종합환경의 순수 국내 개발기술로서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하여 기술적 경쟁력뿐 만아니라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기술로 국내적용 및 해외기술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흡착전기산화유기오염물질고도처리기술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의 불안정, 용수자원의 부족 등으로 물재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장상황에 적합한 

기술로서 정수처리 중 미량유해물질의 제거, 하폐수 재이용을 위한 TOC, COD 고도처리에 매우 적합하여 

시장경쟁우위에 있음. 

유 남 종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일신종합환경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40 41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2-2 대광프라자 7층

홈페이지 : www.rivertech.co.kr

전       화 : 02-2617-4387

이  메  일 : ceo@rivertech.co.kr이 명 훈

 

 

○자연형하천조성기술

-   천연재료(코코넛섬유, 나무, 돌 등)를 활용한 친환경적 호안공법

- 수리적 안정성을 고려한 식생방틀 및 돌쌈지 호안 및 하상보호공법

- 수질정화 및 생물서식처 제공을 위한 자연형 여울 및 소 조성 공법

- 수서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처 제공을 위한 비오톱 조성 공법

○생태습지조성기술

- 자연형 여울과 소를 이용한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 공법(KEW)

- 수생식물지와 여과재를 활용한 생태적 정화 습지 공법(PET)

-   여재를 활용한 수질정화와 수서생물 서식처 및 산란처를 제공한 생태복원 인공식물섬 공법(KFW:부유습지)

○비점오염물질저감기술

-   식생대 및 수질정화용 여재를 활용한 식생여과도랑과 비점오염저감 측구와 같은 자연형 비점오염저감 공법

- 수류확산ㆍ폭기장치와 같은 장치형 수질정화 공법

-   육면체의 다공성 모듈(module)을 적층하여 저류조를 구성함으로써 빗물을 저류하는 공법 

○생태계복원을위한자연형하천복원사업

- 사업실적: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청계천 복원공사(1,3,4공구) 등 국내외 1,000건 이상 실적

- 특허등록 24건, 실용신안 7건, 디자인 17건

○수질개선및생물서식처제공을위한습지조성사업

- 생태적 부유습지(KFW)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 촉진사업(’10.07~’12.06)

   ·연구과제명: 부유습지를 이용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기술개발

   ·2012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 사업실적 : KEW(3건), PET(2건), KFW(2건)

- 특허등록 7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건

○비점오염에의한부영양화방지사업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스템개발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12.09~’13.12)

  ·연구과제명 : 중국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스템 개발(중국 산둥성)

- 사업실적 : 식생여과도랑(2건), 비점오염저감 펜스(2건) 설치 및 다수 PJT에 설계 반영, MBDD(7건, 28기 설치)

- 특허등록 6건, 디자인 1건

○환경기술개발추진

-  수류확산ㆍ폭기장치 등 장치형 기술의 신기술 취득과 영양염류 및 조류(藻類) 저감장치 개발 등 장치형 

정화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  비점오염저감 제품의 각종 환경관련 인증취득과 친환경 부유습지 신기술 취득 등을 통해 자연형 정화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연구사업을통한사업화제고

- 환경기술의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업역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사업 추진 

○해외시장진출

- 환경부ㆍ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축적된 기술로 해외사업 진출

- 중국 및 동남아 천연섬유 소재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유망 해외사업 진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청계천복원사업 성내천생태하천복원사

사능천비점오염저감시설(KEW) 반월천고습지부유습지(KFW)설치 여의천생태하천복원사업

케이씨리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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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info@korbi.com현 문 식

 

 

○수질측정장비

-   품목 : 생물감시장치, 온라인BOD자동측정기, BOD/생물감시장치, 전기화학식온라인COD자동측정기, 망간식 

온라인COD자동측정기, 온라인TN자동측정기, 온라인TP자동측정기, 온라인인산염인자동측정기, 물벼룩급성 

독성시험장치 등

- 특징

   1) “미생물연료전지”의 원천기술 보유 및 각 제품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 : 국내 46건 / 해외 19건)

   2)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의 국내 인증 및 중국형식 비준과 CE 인증의 해외 인증 획득

   3)  수질모니터링 적용 분야에 따라(pH, 탁도, BOD, COD, TN, TP, 독성도 등) 다양한 수질항목을 온라인으로 

자동측정 가능

   4)   토탈솔루션 제공 : 수질측정소 해당 전제품 공급 가능, 동일구성, 동일부품 사용으로 호환성 증가, 유지관리 

및 AS 일괄 처리 가능

○KORBI의시스템통합기술

통합수질모니터링 상·하수도 정보화

▶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 USN기반이동형수질모니터링시스템

▶ 하천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

▶ 통합독성모니터링시스템

▶ 먹는샘물수질모니터링시스템

▶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 도시침수실시간운영관리시스템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 하ㆍ폐수처리장통합운영시스템

▶ 하수처리공정제어시스템 

환경정보화 통합관제

▶ 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등록소

▶ 온실가스목표관리시스템

▶ U-환경모니터링시스템

▶ CCTV영상감시시스템

○환경모니터링

 수질 TMS 구축 185개소

-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장비 설치사업

- 비점오염 수질자동측정망 시범사업

- IP-USN기반 수질예측시스템

○정보화사업

-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 창원권 상수관망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제어계측

-   파주 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통합관제시스템

-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

○환경&에너지

-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시흥목감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제주도서귀포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1MW/1.8MW)

○컨설팅&용역

- 수질 TMS 위탁운영 80개소/년

- 알제리 MP / 스리랑카 FS / 카자흐스탄 FS

○ 허브비즈니스

○에너지사업분야:ECO-GRID사업

-   에너지 발전에서 관련설비, 에너지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마이크로그리드 서비스 

제공

   1) 발전: 태양광,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2) 설비기자재: ESS, 비상전원, AMI, 인버터 및 PCS, 기타 전기설비 등

   3) 솔루션: FEMS, BEMS, REMS, 가정 등

  

○허브네트워크구축

- 코비이엔씨, 코비이에스 등 자회사 및 국내외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분야 확대

- 사용자와 공급자간 토탈 솔루션 제공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태양광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허브네트워크

수질측정장비

○환경인프라EPC

- 하폐수 처리시설

- 정수 처리시설

- 물 재이용시설

- 비점오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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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76, 202호

홈페이지 : www.cowayet.com

전       화 : 02-910-2500

이  메  일 : coway.entech@coway.co.kr

○MBR(MembraneBio-Reactor)

- 부산 수영만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100,000톤/일) : 국내 최대 규모

- 부산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72,000톤/일)

○하/폐수재이용시스템

-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100,000톤/일) : 공공부문 최대 규모 

- 포천 장자산단 공업용수 공급(22,000톤/일) : 민간투자사업(BTO), 20년 운영

- 인천 가좌 하수 재이용(7,500톤/일) : 민간투자사업(BTO), 15년 운영

○폐수무방류시스템(ZeroLiquidDischargesystem)

- 동희오토 폐수처리장 재이용 시스템(528톤/일)

○수처리통합솔루션제공(컨설팅,설계,시공,시운전,운영)

-   공공부문 정수/하수처리에서 산업용 폐수처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사업실적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집대성

- 수요처별 특성에 맞춘 고객 지향적 솔루션 제시 

○해외프로젝트경쟁력강화

- 국제기구/해외업체 Vendor 등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요건 확보

    :   알제리국영석유가스공사(Sonatrach), UAE TAKREER社, 쿠웨이트국영정유회사(KNPC) 등 Vendor 등록 

완료

정 준 호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MBR(MembraneBio-Reactor)

- 생물학적 처리와 막분리를 결합하여 하/폐수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

- 유기물/부유물질 뿐만 아니라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제거에 효과적

- 시설의 집적화, 자동화에 용이하여,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하/폐수재이용시스템

-   하/폐수를 처리하여 하천이나 해양으로 단순 방류가 아닌 공업용수/조경용수 등 적합한 수질로 재이용

- 폐수 발생량 최소화 및 용수 사용량 절감

- 용수 사용금액의 감소로 경제성 확보

○폐수무방류시스템(ZeroLiquidDischargesystem)

-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경제적, 안정적 처리하여 공정수로 재이용

- 유입 폐수의 유량, 농도 변화 등에 강한 시스템 구성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

- 고효율 처리설비를 통한 공사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비 최소화

< 재이용 시스템 프로세스 >

< 부산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 < 포천 장자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

코웨이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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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홈페이지 : www.ppinet.co.kr 

전       화 : 031-359-0001

이  메  일 : kimys@ppinet.co.kr

○세계최초100년수명iPVC수도관제조기술

-  녹 및 부식 발생 없이 한번 시공으로 100년간 맑은 물을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공급하는 iPVC 수도관

-  ISO 1167-1 장기내구성 평가를 통한 100년 내구성 검증

-  내진평가 결과 진도 7에 안전함을 입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

○토목용상하수도,초고층건축분야및플랜트산업분야적용

○100년수명이검증된iPVC소재를활용신시장개척

-  전기, 전자, 통신 분야, 선박배관 분야 및 플랜트 분야

○글로벌스탠다드제안,세계화전략을통한해외진출

-   PVC관의 새로운 표준 발표(2014년 ISO 국제표준화 총회)

-   PPI평화 - 아메리칸워터 - KOTRA MOU체결(2015. 06. 18 한미비즈니스 파트너쉽)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의 수처리 재단인 워터 리서치 파운데이션과 아메리칸 

워터사로부터 연구 자금 전액을 지원받아 제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진행

평택주한미군기지현장(규모:444만평)
iPVC수도관12“(300mm)Main송수라인시공

LG화학여수폐수이송라인iPVC플랜트관10“(250mm)시공(SUS304대체)
이 종 호

주요기술 및 특징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향후 발전전략

PPI평화“iPVC파이프”국제표준화총회발표(2014.10.22)

왼쪽부터이종호PPI평화회장,윤원석KOTRA정보통상지원본부장,
마크스트라우스아메리칸워터부사장

롯데월드타워123층(규모:555m)
iPVC오배수관DH300mmMain횡주라인시공(주철관대체)

피피아이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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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물

48 49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61. B-1105

홈페이지 : www.hi-entech.com

전       화 : 032-680-0500

이  메  일 : heewang.chae@leg.com 최 은 수

하이엔텍
 

 

○운영관리사업분야

-   특징 : 전문운영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학적 품질경영기법(6시그마)의 

도입·활용을 통한 수질 및 유지관리의 최적화와 아울러 공정개선으로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음.

-   주요분야 : 하폐수 시설, 폐기물처리/바이오가스화 시설, 산업폐수/재이용/

초순수, 대기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TL)

○하수/폐수처리기술분야

-   질소·인 제거 공법 : DNR

    :   슬러지 탈질조에서 내생탈질을 유도하여 혐기조 인방출을 억제하여 높은 

질소·인 제거 효율 유지, 저수온 하수에도 효과적인 성능발휘, 유지관리 용이

- 수직형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하수처리공법 : DMBR

    :   침지식 정밀여과막을 이용하여 고농도 MLSS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질산화 및 

탈질기능 수행, 충격부하에 대한 높은 대응력, 낮은 슬러지 발생량, 2차침전조 

및 여과시설 불필요

○슬러지/폐기물자원화분야

- 개량형 2상 소화공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기술 : DBS

    :   교반효율 향상으로 고농도 처리가능, 황화수소 발생저감 및 높은 메탄수율, 2

상소화 자동통합운영기술(통합관리시스템)

○정수/재이용/초순수분야

- 고도 정수막 기술 : WISE DIMS

    :   혼화ㆍ2단응집, 경사판 침전공정에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막오염 부하를 

경감하는 전처리자동제어 기술, 인공신경망 기반 막오염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막오염을 완화시키는 막세정 자동제어기술.

○국내운영관리분야

- 공공부문 하폐수 및 폐기물자원화, 하수관거시설 39개소 운영관리

- 민간부분 폐수처리장 17개소, 재이용/초순수 시설 7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7개소

○해외운영관리및EPC분야

-   중국 천진 수처리법인 설립 및 보하이경공그룹과의 합작으로 산업폐수 6개소, 재이용/초순수 시설 5개소 운영.

- 재이용 및 초순수 시설 2개소 설계 및 시공중

○설계및시공,시운전분야

- 위탁운영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EPC사업의 비중을 확대

- 국내 35건 이상의 정수, 하폐수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계 시공 실적 보유

- 환경기초시설 종합시운전 69건 이상 수행

○신기술및지적재산권

- 환경신기술 2건 ,지적재산권 27건, 실용신안 3건

○운영관리분야

- 관계사 수처리 영역 확대와 투자사업 발굴로 운영 경쟁력 확보

- 국내 공공 및 민간부분 O&M사업의 확대와 중국 사업 확대 및 안정화

- 중국 지역을 기반으로 동남아지역 사업 영역 확대

 

○기술개발및엔지니어링서비스

-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외 환경시장 개척, 블루오션 발굴

- 신재생에너지 및 폐기물자원화 부분으로의 사업 다각화

- BTO, BTL을 통한 환경시설 투자사업 확대

○고용창출

- 사업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전문 신규 인력의 채용

-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 통한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와 경쟁적 제고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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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단5로 95

홈페이지 : www.koeawt.com

전       화 : 02-544-8861

이  메  일 : sr.lim@koreawt.com전 세 정

 

 

○전기삼투식슬러지케익탈수기술

-  다공성 격막을 사이에 두고 직류 전기를 인가하여 음극쪽으로 물의 흐름이 생기는 전기 삼투 현상을 이용한 

슬러지 함수율 저감기술 

○함수율60%이하달성하는2차탈수기

-  기존 기계식 탈수기의 후단에 설치하여 함수율 60%이하를 달성

-  함수율 80% 슬러지를 함수율 60%이하로 탈수 시 중량이 50% 이상 감소됨

○전기탈수기상용화핵심기술보유(특허및인증)

-  대용량 장비 구현기술, 대전류 취급기술, 처리 안정성, 내구성 확보 기술, 슬러지 맞춤 설계 기술 등 보유

- 국내특허 7건, 미국/중국/일본 특허 각 2건, PCT(영국, 독일, 프랑스) 2건

- 환경신기술, 녹색기술 인증, 일본 성능인증, CE, ISO 9001, ISO 4001

○지자체및민간하폐수처리장에적용되어슬러지저감효과

-  국내의 경우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매립 기준(함수율 75%이하) 적용에 따라 활용가능 범위 확대

-  해외의 경우 동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러지 저감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적용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국내외사이트에적용된완성도높은기술

-  국내외 슬러지 처리 시설에 납품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음

-  한국 외에 일본, 중국,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에 30여대 납품 실적 보유

○기개발기술의완성도극대화

- 운전 및 운영의 편의성 증대, 원가 절감, 해외 각국에서 기술 현지화 

- 개발기술 보급을 촉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해외 시장 장악을 위한 전략

○개발기술의확장

- 전기탈수기와 건조 일괄 처리 기술 확보. 이송설비, 탈취기 등 신청사 기술에 최적화된 주변설비 기술 확보

- 종합 슬러지처리 솔루션 provider로서의 입지를 구축 

○주변기술들과의융합

-  국내외 우수 슬러지 최종처리 공법 및 수처리 기술들과의 융합 

-  수처리 전반에 걸친 종합 솔루션 업체로 도약

○현재진행중인개발프로젝트

-  전용 건조기, 전용 이송설비, 퇴비화 기술 접목, 태양광 기술 접목, 동유럽 현지 최적화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헝가리게오솔대용량전기탈수기 일본서해시분뇨슬러지처리시설

기흥레스피아탈수후슬러지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한국워터테크놀로지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
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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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남 양산시 북정1길 10

홈페이지 : www.handokeng.co.kr

전       화 : 055-383-1191

이  메  일 : hys@handokeng.co.kr

HD

○HBR(High-loadBioreactor)

-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독성, 고염분 폐수를 특수 미생물을 이용하여 고온 환경에서 고부하로 

처리하는 저비용/ 친환경 폐수처리 시스템 

- 일반적인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고농도 독성 및 고염분도 폐수처리 

- 고농도 폐수처리 (CODcr 30,000 ~ 200,000ppm)

- 고염분 폐수처리 (NaCl 3 ~ 7%)

- 고온에서 냉각없이 처리 (50 ~ 60℃)

- 고부하 처리 (3~10 kg CODcr/m3.day)

 

○EFC(ElectrostaticFumeCollector;습식전기집진기)

- 습식전기집진 원리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중 미세 먼지(PM10, PM2.5) 제거

- 오일미스트를 회수하여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시적인 백연저감

○RTO(RegenerativeThermalOxidizer;축열식연소장치)

- 축열식 연소기술로 배기가스 중 VOC가스를 처리하는 기술

- 고농도 CO
2
 포함 배기 가스 연소 가능, 연소 후 CO

2
 회수/ 재활용

○HBR(High-loadBioreactor;고농도독성,고염분폐수고온호기성공법)

-   Phenol, Epoxy, Polyol, BPA, PO, PPG, NPG, NMP, SAP, Acrylic acid, Spent Caustic, Surfactant 등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장의 고농도 독성 및 고염분 폐수에 적용 가능

- LG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석유화학, SKC, KPX케미칼 등

○EFC(ElectrostaticFumeCollector;습식전기집진기)

-   섬유염색공정, 금속가공공정 및 고무성형공정 등과 같이 미세한 오일 성분이 배출되는 곳에서 미세 먼지(PM10 

& PM2.5) 제거, 오일 회수 및 재활용

- 삼일니트, 화승R&A, 동국제강 등

○RTO(RegenerativeThermalOxidizer;축열식연소장치)

- 석유화학공업 등 VOC를 포함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분야의 배출가스 처리 

- SKC,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지속적인연구개발수행으로기술경쟁력확보

- 기업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 완료된 기술의 적극적인 사업화 연계

-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사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채용확대

- 구성 인력의 90% 이상이 엔지니어로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

- 매년 약 10% 수준의 전문인력 채용

○수출사업화확대

- 국내 적용으로 검증된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진행

-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환경시장 적극적으로 개척

황 열 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HBR > < HBR >

< EFC > < RTO >

한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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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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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상우빌딩 2층

홈페이지 : www.hyorim.co.kr

전       화 : 031-781-6061

이  메  일 : admin@hyorim.co.kr김 종 태

 

 

○핀부착형라비린스경사판침전기술

-   일반 경사판에 비하여 플록의 침전 분리 시간을 1/4로 단축

- 미세플록 제거도 가능(후속 공정인 여과지 부담 감소)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HPVC 재질 사용

- 특허 보유 제품(특허 번호 : 10075531)

- 수자원공사 온라인 경진대회 수상(2009년)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2009년)

- 서울시 뚝도 정수장 개량공사(735,000톤/일)적용

○비금속체인-플라이트형슬러지수집기

- 비금속(FRP) 체인으로 중량이 가벼워 가동전력의 절감

-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

- 온/습도 및 경년변화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 분할형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함

- 국내 비금속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함

- 국내 최초 기술도입 및 국산화 성공

○핀부착형라비린스경사판침전기술

- 국내 정수장의 개선 및 개량사업에  활발히 적용 중

   => 양서정수장, 영광정수장, 남원정수장, 원주정수장, 뚝도정수장 등 다수

   => 국내 최대 처리용량 적용 : 서울시 뚝도정수장 (735,000톤/일) 

- 국내 외 하, 폐수처리장 개선사업에도 적용 중

   => 포스코 광양 폐수처리장,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브라질 CSP 제철소 등

○비금속체인-플라이트형슬러지수집기

- 하, 폐수처리장 및 정수장에 적용 중

   => 서남하수처리장  152대

   => 안양하수처리장  96대

   => 마창하수처리장  96대

   => 중랑하수처리장  32대  

   => 수원하수처리장 48대 등 총 1300여대

○경영전략

-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제품의 차별화로 시장점유율 확대

- 신규사업 진출시 주력사업에서 축적한 핵심역량을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 생산 Capacity 확대 : 2010년 아산 제2공장(8,180평) 신축 및 2015년 R/T ROOM 신축

    => 신 성장동력 발굴: R&D 투자확대, 신규 아이템 개발, 선진기술 도입추진

○국내환경사업전략

- 기자재 단품 영업에서 환경설비 Package 및 Process 사업으로 전환

- 국가시책에 맞추어 고도정수처리 및 물 재이용 관련설비 등 집중개발

- 아이템별 전담팀 구성(경사판침전장치, 슬러지수집기, 막여과설비, 해수 담수화설비, 생활폐기물 등)

○해외환경플랜트사업전략

- 발전, 환경플랜트에서 해수담수화 시장으로 사업영역 확대

- 단순한 설비 납품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분야로 사업진출확대

- 직접계약으로 수출활로 개척(현지 벤더등록, 해외지사 설립, 해외 파트너쉽 강화)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뚝도정수장핀부착형라비린스경사판 안양하수처리장비금속체인플라이트슬러지수집기

효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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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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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7,8층)

홈페이지 : www.huviswater.com

전       화 : 02-6491-3000

이  메  일 : 

○원자력/화력발전,석유화학,전자등다양한산업의순수/폐수처리,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등에필요한시스템,멤브레인,O&M서비스제공

-   시스템: 순수 / 폐수 / 폐수재이용 / 해수담수화 / 발전소 특화 수처리(복수탈염, 해수전해 염소주입, 증기발생기 

화학세정) 설비 제작 및 공급 

- 멤브레인: UF 모듈(브랜드명: FilONE) / 전기탈이온장치(EDI) 생산 및 판매

- O&M: 원자력 발전소 O&M 

○원자력/화력발전소수처리설비

-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화력 발전소

- UAE Barakah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염색,석유화학폐수처리설비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설계 및 시공 (128,000톤/일)

- 베트남 염색공단 (20,000톤/일)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1,900톤/일)

○폐수재이용설비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20,000톤/일)

- 태안 / 당진 / 보령 화력발전 (각 1,440톤/일)

○해수담수화설비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28,000톤/일)

- 우루과이 복합화력 발전 (7,000톤/일)

- 모로코 복합화력 발전 (7,000톤/일)

- 삼척 화력 발전 (4,200톤/일)

○주력사업영역인발전外전자,화학,식품등다양한산업분야로

수처리사업영역확대

○베트남,동남아시아등해외Emerging시장을대상으로산업용및

공공상수/하수처리장수주를통한해외시장진입강화

○물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한재이용/해수담수화시장적극확대

○친환경기술인ZLD(폐수무방류)시스템사업역량구축및폐수슬러지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신 인 율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SK하이닉스 폐수/재이용 설비 >

< 베트남 TMTC 염색공단 순수/폐수처리장 >

휴비스워터



(주)테크윈

(주)상원기계 광신기계공업(주)

크린에어테크(주)

(주)에코프로

이엔드디 (주)쓰리에이씨

(주)에어릭스

(주)코캣

(주)지티사이언

(주)엔바이온

케이씨코트렐(주)

(주)파나시아엠에이티플러스

대양환경(주)

진양공업



기후/대기

대한민국 우수환경산업체 2013~2017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광신기계

대양환경

상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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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릭스

에코프로

엔바이온

엠에이티플러스

이엔드디

지티사이언

진양공업

케이씨코트렐

코캣

크린에어테크

테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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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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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24

홈페이지 : www.kwangshin.com

전       화 : 055-589-8031

이  메  일 : sales@kwangshin.co.kr권 환 주

 

 

○왕복동압축기생산기술

- 모든 종류의 가스 승압 가능

- 대용량의 가스 승압 가능

○천연가스압축기생산기술

- 무급유식으로 천연가스 압축기 생산 가능

- 즉각적인 설치가 가능 하도록 설계/생산/운반 

○가스드라이어및천연가스충전소기타자재생산능력

-   천연가스 충전소에 설치 되는 드라이어, 저장용기, 충전기 등 생산 능력을 겸비함으로서, 천연가스 충전소 토탈 

솔류션 제공

○미세먼지의주원인이디젤차량임으로판명됨으로서,디젤차량의대체로천연가스에대한
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며,이에따라서천연가스충전소설립및그에필요한압축기,
충전기등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예상함.이런트랜드에맞추어서,적극적인
마케팅전략및선진적인압축기생산기술로,향후시장에경쟁적인위치선점을목표로하고
있음.

○oil & gas산업이큰이란시장에개방됨으로서,이에대한산업용압축기수요가증가할
것이라고예상하며,이에대하여이란에다수의압축기수출을목표로하고있음.

  

○동유럽,동남아시아등해외에도지속적인천연가스충전소설립계획이발표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천연가스압축기,충전기등을수출을목표로하고있음.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Oil&Gas산업의프로세스및서비스용산업에서가스를승압시켜서이동시키는압축기제공

○천연가스충전소에서천연가스를공급받아서,그가스를승압하여이동시키고,그리고그
가스를저장시켜서후에차량에공급

-   국내 및 해외(인도네시아, 우주베키스탄, 이란, 태국 등) 다수의 천연가스 충전소에 압축기, 충전기, 저장용기 

등을 수출

○음료플라스틱병을만들기위해서고압의가스를주입하여그형태를만드는데이용

광신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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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369-3

홈페이지 : www.areca.kr 

전       화 : 031-498-8787

이  메  일 : dy@rto.co.kr박 근 식

 

 

○FRTO(무화염축열산화설비)

1) 설비 소개

   ① RTO 유입 전단에 MIXER가 구비된 FRTO SYSTEM을 설치하여 기존 연료비를 절감하는 SYSTEM

   ② 2008년 특허 제10-0803764 보유

2) 설비 강점

   ① 연료효율 최대

       => 저농도의 배출 시설인 경우 연료비를 기존 대비 30% 절감 가능

   ② Thermal NOx의 발생이 없음 

       => 주 버너의 연소가 없어 Thermal NOx가 발생하지 않음

   ③ 축열재를 보호(세라믹)

       => 버너 화염에 의한 열충격을 줄임으로서 축열재의 수명을 연장시킴

   ④ Burner Standby

       => RTO 연소실 유지를 평상시에는 FRTO로 유지하다가 FRTO 문제 발생 시 주 버너로 이용 가능

○주력사업확대를위한외부네트워크활용

1) 중국 P 전자 그룹

   (1) P 전자 그룹과 대양환경의 FRTO 기술 합작을 통한 중국 환경시장 선두 위치 확보

   (2) 양사 협력 예정 부분

한국타이어-Jiangsu(중국)&Jiaxing(중국)&대전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1) 적용분야

2) 활용 실적(2014.07 기준)

설비 별 RTO RCO FRTO CRTO 폐열회수기술 TOTAL

설치 대수 214 9 51 52 57 399

축열연소(RTO) + 폐열회수 광학필름, Solar필름, 테이프재료, 전자필름, 보호시트

축열연소(RTO)  석유화학, 인쇄공정, 화학제품, 벽지, LCD

무화염 축열연소(FRTO)  음식물처리가스, 하수슬러지가스, 바도체, LCD

농축(Concentrator)+무화염 축열연소(FRTO)  도장설비, 페인트제조, 타이어제조(정련/가류)

대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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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130

홈페이지 : www.sw-mc.co.kr

전       화 : 032-889-2981~6

이  메  일 : swmc@naver.com

SANG   WON

권 순 목

 

 

○수평회전분배식축열연소시스템(RTO)

- 환경부 환경신기술(NeT마크) 제91호로 인증된 당사 고유의 기술

-  국내 자동차 공급에서 RTO와 VOC농축기 결합형을 일본 Saitama소재 TOKKA Gravure 인쇄 건조라인에 수출

- 고효율 95~90%의 VOC/악취제거와 94%이상의 열에너지회수율을 제공

- 설치 면적, 높이, 방향조절의 융통성으로 현장 공간 활용과 적용능력이 탁월함

- 불필요 공간 최소화로 설비크기가 작아진 경제성제고와 설치 공간 및 운전 에너지 30%이상 절약

- 내구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Rotor와 Metal Seal로 신뢰성보장과 함께 유지 보수비용 절약

- 핵심 구성품 Rotor의 외부하단 수평배치로 유지보수 편리성 향상

 

○GreenDryOven

- 수평 RTO + 열풍로 일체의 하이브리드 모듈식 건조오븐

- 고성능과 함께 35%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제공

- 대기오염 없는 고효율과 컴팩트 시스템(배기가 거의 없음) 제공

- 95~99%의 VOC/악취제거효율과 94%이상의 열에너지 회수

○RTO

- 도장산업, 코팅산업, 인쇄산업(Gravure, Dry Laminator, Offset Print)

- 반도체산업, 화학산업, 제약 약품산업, 제지/벽지산업, 섬유산업 

- 식품산업, 폐기물처리산업

 

○GreenDryOven

- 도장산업, 코팅산업, 인쇄산업: 신설 건조오븐 라인과 기존 건조오븐 라인의 리모델링/Upgrade 개선개조

○RTO

- 국내시장 확대 및 현재 영업 중인 일본, 미국, 유럽시장 영업력 확대로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 중임 

○GreenDryOven

- 현재 국내 대기업 설치 및 신뢰성 확보중이며 국내 및 해외 영업력 활동 중임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14년현대자동차(주)인도공장RTO설비 14년한국니토옵티칼(주)본점RTO설비 한국지엠(주)군산공장GreenDryOven설비

 

<컨베이어타입> <배치(Batch)타입>

상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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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C동 401호

홈페이지 : www.3acltd.com 

전       화 : 02-2026-2223

이  메  일 : 3acltd@3acltd.com

○공기청정기필터

-   프리필터, 미디엄필터, 탈취필터, 집진필터 등 3~4단계 구성 

- 프리필터 (특허 등록 10-1447081) 극세사 mesh 필터, 고효율 저압손 

- 복합필터 : 탈취필터와 HEPA필터의 복합화

- 기능성 필터의 다변화 : 항균/항바이러스필터 NO
2
 필터 

○탈취필터(등록10-1522199)

-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탈취

- Insert 사출 기술을 이용한 필터 제작기술 확보

- 활성탄 첨착 기술적용, 유효물질 첨착으로 탈취효율 증대

- 화학흡착을 이용한 알데히드, 케톤류 가스 제거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추진중/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성공

○천연항균필터

- 감 추출물을 천연항균필터에 적용하여 공기청정기 기능성 필터로 사용

- 항균/항바이러스 능력 우수, 압력손실 낮고 여과효율 우수

- 공기청정기 천연항균 필터로 연간 120만개 이상 납품

○공기청정기,에어컨탈취필터

- 수입에 의존하던 공기청정기 적용 활성탄의 국산화

- 첨착물질 개발 및 첨착기술 확보, 첨착시설 구축

- 성능동등 원가절감(20% down)으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에 납품

○건식코팅및은항균필터

- MERS, 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감염질환에 대한 관심 급증

-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위한 고성능 항균/항바이러스 필터 수요 급증

- 기존 습식법이 아닌 건식법으로 필터여재에 직접코팅 기술 및 장치 개발

- 비 화학적 공정, 친환경 공정, 연속공정으로 환경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

○포름알데히드제거능력이탁월한탈취필터

- 수입액 61억불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GB규격 공기청정기 TEST 설비 안정화

- HCHO 제거를 위한 촉매 코팅물질 및 코팅기술 개발 및 설비 증축

- 중국 수출 공기청정기 탈취필터 적용 및 SIMT 시험

○카본블럭

- 냉장고용 정수기 시장 진출을 위한 카본블럭 개발

- 카본블럭 연속 생산 구축 및 QC 안정화

- NSF 42 & 53 인증획득

권 석 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HEPA필터

집진필터

미디엄필터

탈취필터

쓰리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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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esOven배가스처리

- 코크스오븐에 발생하는 Sox, Nox, 먼지 제거 기술

- 미세먼지 평균 99%.제거 효율

○V.I.P(VerticalIntegralPulseAirBagFilter)

- 순리 방식 집진(Pre-duster 기능)으로 분진 부하 감소 및 Filter bag 수명 연장

- 낮은 압력 손실과 소비 전력 절감

○LongBagType

- 공간 효율 최적화로 투자비용 절감

- VIP 방식과 양방향 탈진으로 미세분진 제거 집진 효율 향상

○M.P.B(MicroPulseAirBagFilter)

- 다양한 성상 고농도, 대용량 분진처리에 용이

○LongBagType

- 공간 효율 최적화로 투자비용 절감

○2제강집진기신설집진설비납품및설치

- 용량 : 17,000㎥/min 

- TYPE : Pulse Jet B/F(10M Long Bag)

- 수행기간 : 2011.10~2012.06

- 준공일자 : 2012.07 

○신제강제강설비(KR및전로설비)전로
집진설비

- 용량 : 33,00㎥/min x 2,400㎥/min, 2,000㎥/min 

- TYPE : Pulse Jet B/F 

- 수행기간 : 2008.11~2010.07

- 준공일자 : 2010.08

○1~4코크스ECS집진설비개선(내자)

- 용량 :5,000㎥/min x 8set

- TYPE : Pulse Jet B/F 

- 수행기간 : 2011.10~2010.05

- 준공일자 : 2012.06 



○고순도Fe-Si사업설비(내자)Primaryoff
gastratmentsystem

- 용량 : 127,000N㎥/hr x 2대 

- TYPE : Reverse Air B/F 

- 수행기간 : 2012.02~2013.12 

- 준공일자 : 2014.01

○코크스오븐연도집진기신설

- 용량 : 5,000m3/min x1set, 3,000m3/min x1set

- 적용 : 코크스오븐 배가스 처리기술 

- 수행기간 : 2008.12~2009.09

- 준공일자 : 2009.10

○해외사업분야진출

- 중국 등 해외 제철소, 발전소 등 대기오염방지솔루션 사업 진출 강화

 

○책임정비사업확대

- 제철소, 발전소, 중소 제조업장을 대상으로 책임, 상시 정비 서비스 제공 확대

○신규사업개발

- 산업별 환경 솔루션 제공

- 에너지 분야 & 청정 에너지 분야로 기술 확보하여 연계 사업 통합 확대코자 함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포스코건설2제강집진기신설집진설비납품및설치 POSCO고순도Fe-Si사업설비(내자)Primaryoffgastratmentsystem

에어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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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필터

-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 개발

- 필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media 제조 기술 확보

- 대학교 및 기술원(연구원)과의 꾸준한 기술교류

 

○온실가스저감설비:PFCs,N2O분해촉매

- 촉매를 통한 상대적으로 낮은 열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 대형화를 통한 용이한 유지보수 및 낮은 운용비용

- 95% 이사의 열회수로 에너지 비용 절감

- 내산성이 강한 비금속 촉매로 긴 수명

○SCR(SelectiveCatalystReduction):NOx분해촉매

- 저온 영역 160~200℃에서도 높은 NOx 제거율 및 N2 전한율

- 고온 영역 500℃에서도 높은 NOx 제거율 및 N2 전한율

- 우수한 열적 안정성

- 수분, SOx, HF에 대한 내구성 증진

○MicrowaveVOCsremovalsystem

- 자사 개발 흡착제에 의한 VOCs 흡착 후 Microwave를 이용한 탈착 시스템

- 높은 농축비로 기존 시스템보다 약 30% 이상의 운용비 절감 가능

- 저농도 영역 일 수록 최적화 가능

○케미컬필터

-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 제조공정 및 기타 화학공장에 적용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온실가스저감설비:PFCs,N2O분해촉매

-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 제조공정 및 기타 화학공장에 적용

-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등 

○SCR(SelectiveCatalystReduction):NOx분해촉매

- 발전소, 소각보일러 및 건조로 등의 배출 시설

- 삼성전자,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동서식품 등

○MicrowaveVOCsremovalsystem

-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 제조공정 및 기타 화학공장에 적용

- LG디스플레이 등

○케미컬필터

- 반도체, LCD, OLED 사업 중국투자 증대에 따른 중국 시장 공략 

- 2~3가지 복합형 Hybrid 개발에 따른 필터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필터 적용 가능 분야 확대

○온실가스저감설비:PFCs,N2O분해촉매

- 국제기후변화협약 규제강화에 따른 수요증가

- 온실가스 관리 감독 강화로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처리설비 투자 증대

- 반도체, LCD, OLED 중국투자 증대에 따른 중국 시장 공략

○SCR(SelectiveCatalystReduction):NOx분해촉매

- 수도권 대기배출 총량제 대상기업 관리기준 강화

- 촉매생산 장비 및 평가 장비 증설로 촉매 경쟁력 확보

○MicrowaveVOCsremovalsystem

- 흡착제 개발 및 처리풍량 증가를 통한 적용 분야 확대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에코프로

l  Ecopro Logo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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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필터(Biofilter)

-  바이오필터는 가스 중의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으로 분해ㆍ처리하는 설비

-  미생물을 다공성 담체에 고정시켜, 유입되는 가스 중 오염물질을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무해한 염(Salts)으로 분해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공법

-  환경신기술(256호 NET)인증ㆍ검증, 성능인증서(제27-328호)제품으로 우수성 입증

○농축연소시스템(ConcentratorwithOxidizer)

-  농축시스템은 대풍량 저농도의 VOCs 가스를 소풍량 고농도로 농축시켜 후단 연소설비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  다양한 VOCs에 대해 우수한 제거효율(95%이상)과 낮은 압력손실, 안정적인 처리효율 등 대풍량 저농도 VOCs 

처리에 최적의 설비 

-  유입가스 조성에 따라 농축배수를 설정하여(6~14배 범위), 후단 연소설비 규모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설비 구성 가능  

-  유입가스의 성상에 따른 고효율 제올라이트 흡착제 적용 (Double Layer 농축시스템)

-  처리 절차

  •1st : 대풍량 저농도 VOCs 가스를 농축기에서 흡착 

  •2nd : 흡착된 VOCs를 소풍량 고온가스로 탈착

  •3rd : 탈착된 고농도 VOCs 가스를 연소설비에서 산화처리 

○축열연소·축열촉매연소시스템(RTO/RCO)

-  축열연소설비는 축열재를 사용하여 연소 후 에너지를 회수/재사용 하는 설비로, 연소에 따른 높은 처리효율(

제거율 98% 이상)과 에너지 소요 최소화(에너지 회수율 95% 이상)를 구현한 환경방지 설비임. 

-  Compact한 상하분배식 Rotor를 사용하여 leak 가능성 감소, 유지보수 용이 및 대형화 설비에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음.

-  중앙 공간을 Stack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stack 공간이 불필요하며, 처리 대상 가스가 연소실 내부에서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처리 효율이 우수함.

-  국내특허10-0704639호, 국제특허-일본 제4149482호, 중국 ZL.200390110580호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독창성을 인정받는 시스템 임

○연소설비및바이오필터활용실적



○악취및VOCs처리기술바이오필터(Biofilter)

-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가스 처리에 최적함

-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장, 축산폐수 · 분뇨 처리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에서 활용

○농축시스템(Concentratorsystem)

- 인쇄 및 도장 공정 배가스 중 VOCs 처리

- 타이어 정련 공장, 음식물 쓰레기 등의 악취가스 처리

- 대풍량 저농도의 다양한 VOCs 배출원에 최적

○축열연소설비(RTO),축열촉매연소설비(RCO)

-  타이어코드지 생산공정, 석유화학, 정유시설, 도장건조 시설 및 고무공정 등 

다양한 설비의 배가스 처리

-  고온의 건조로 배출가스 처리 뿐 아니라 농축설비와 연계하여 널리 적용

○환경전문가와우수인력(석,박사)의Network를통한새로운환경소재및시스템개발을선도

- 전문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기술의 내재화 및 Global화 

- 연구단지 및 전문기관들이 인접한 지역적 특색을 통해 신기술 및 심화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사업화 함.

- 풍부한 현장 분석 경험을 통해 Site별 최적화 된 Solution으로 중국, 유럽 등의 해외시장 적극 공략 

 

○핵심기술을토대로새롭게성장하는실내및사업장환경개선기술을지속적으로연구개발하여사업화

- 소재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적응성을 개선함. 

- 기술이전 협력전략을 통한 협력업체의 기업안전성을 강화하고 고용 인력확대를 극대화 함.

- 정부·기관·관련업체와 연계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분야 개척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H나이이(CHINA)

H사(CHINA)

엔바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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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수동길 31-22

홈페이지 : www.mat.co.kr

전       화 : 031-659-0700

이  메  일 : ashley@mat.co.kr

○무화염촉매열산화소각설비(FlamelessCatalyticThermalOxidation)

-   FCTO는 유/무기화합물을 가열된 촉매층에서 화염 없이 무해한 이산화탄소, 수증기 또는 쉽게 중화될 수 있는 

산성기체로 산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유해화합물의 완전 분해와 높은 파괴 및 제거효율(destruction & removal 

efficiency : DRE)을 낼 수 있다.

  

○이온교환스크러버(IonExchangeScrubber)

-   이온교환섬유와 재생액을 이용하여 악취, SOx, 산성가스, 염기성가스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물리ㆍ 

화학흡착방식의 연속/자동 운전시스템으로 일반 세정식 스크러버에 비해 용수 및 전력 사용량이 적고 고효율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무화염촉매열산화소각설비(FlamelessCatalyticThermalOxidation)

- 적용분야 : 석유화학플랜트, 정유시설, 반도체시설, 도장시설기타 VOCs 배출시설

- 납품실적 : LG화학 나주공장(13.3m3/min) 1기

                 SKInnovation 증평공장(2m3/min) 1기

                 Infineon(Villach, Austria) FCTO2000W 1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FCTO2000W 2기

                 삼성반도체 FCTO700W 120기

○이온교환스크러버(IonExchangeScrubber)

-   적용분야 :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슬러지고화시설, 침출수처리장), 석유화학 플랜트, 반도체시설, 

질산/황산 생산시설, 농산물 훈증시설, 기타 악취발생 시설

- 납품실적 :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400m3/min) 1기

                 델몬트 마산 과실물류센터(500m3/min) 1기

                 LG화학 나주공장(50m3/min) 1기

                 LG화학 대산공장(167m3/min) 2기

                 수도권매립지 슬러지고화시설(1000m3/min) 2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1700m3/min) 2기 

                 삼성SDI 천안공장(150m3/min, 200m3/min, 250m3/min) 각 1기 외 다수 

○비즈니스전략및시장확대전략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환경문제가 지목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미래 신(新)성장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10

년 7천967억 달러에서 연평균 3.2%씩 성장해 2020년에는 2배 이상의 규모인 1조86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액은 2013년 기준 약 8조원 규모로 총 수출액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국내 환경 업체의 규모가 작고, 기술 카피에 대한 두려움과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 현지 Agent와 유대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는 장기적인 영업 접근 계획 및 국내 환경업체간의 동반진출로 극복할 수 있다.

당사에서는 현재 ETB(Environment Technic Bank)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TB사업은 국내 중/소 환경업체의 좋은 기술을 발굴, 지원하며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기술 및 영업망을 공유하고 

회원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환경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환경산업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의 동반 진출로 날로 커져가는 세계 환경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에 대해 이미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호응도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환경장치의 세계 수출을  

빠르게 성장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동 수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무화염촉매열산화설비 > < 이온교환스크러버 >

엠에이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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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9번길 37

홈페이지 : www.endss.com 

전       화 : 02-2029-7029

이  메  일 : endss@endss.com

○매연저감장치및촉매

1. 촉매 

- 현행 환경규제에 적합한 도로용(On-Road), 비도로용(Off-Road), 산업용 DOC/DPF 개발기술

- 메탈필터 박막코팅기술

- 선박, 발전소, 도로, 비도로용 Vanadia 기반 SCR 촉매기술 확보

-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 가능한 삼원촉매(TWC) 기술 확보

2. 복합재생기술

-   배기가스를 버너와 AIR 공급원으로 하는 Non air assisted 고효율 버너 및 System Integration으로 제품 

안정성 향상

- 낮은 온도영역에서 높은 재생능력 보유 최적의 설계를 바탕으로 연료소모율 최소화 

3. PM NOx 동시저감 기술

- 현재 매연저감장치에서 동시제거가 불가능한 PM(미세먼지) 및 NOx(질소산화물)을 동시제거 

-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ystem 

layout에 대한 원천기술

-   질소산화물(NOx) 제거용 환원제(요소수) Urea 분사 최적화와 시스템 설계기술확보, 입자상물질(PM)재생 

로직에 대한 기술 

- 배기후 처리 촉매의 효율 향상을 통한 SYSTEM 크기 감소, 가격경쟁력 제고 

 

○고용량리튬전지양극활물질전구체

-  기능성 전구체 제조를 통한 고에너지 양극소재 개발기술

-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공법을 사용하여 생산수율이 좋으며, 공정제어가 용이

-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

- 맞춤형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한 다양한 조성의 전구체 생산기술

- 샘플부터 양산까지의 최적 공정 설계를 통한 높은 재현성 확립기술

- 공정 단순화를 통한 전구체 가격 경쟁력 확보

- In-Situ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뢰성 확립 기술 

○친환경자동차글로벌탑기술개발사업성공/환경신기술(NET),녹색기술인증

○매연저감장치및촉매

가. 적용분야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 및 설비에 적용가능

나. 활용실적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거한 운행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공급

- 미주 수출용 트랙터 장착용 배기가스 저감촉매 공급

- 오븐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촉매 공급 (연 30만개 이상 공급)

-   해외관계사(중국)를 통해 다수의 현지 완성차업체에 매연저감촉매 공급 (Dongfeng, Nissan 등 20가지 이상의 차종)

○이차전지양극활물질전구체

가. 적용분야

- 충방전이 가능한 모든 이차전지에 적용 (차량, ESS, IT, 공구 등)

나. 활용실적

- 1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량용 (Hybrid, Plug-in-Hybrid) 이차전지에 소요되는 양극활물질 전구체 공급

-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와 다종의 선행제품 개발진행

○매연저감장치및촉매

- R&D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확보 

- EURO 6 이후의 Emission standard를 만족하는 촉매기술 및 제품선행개발

- 강화되는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개발로 제2차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사업 참여

-   지난 10년간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사업참여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 등에 대기환경 규제를 

시작하고 있는 해외(중국, 동남아 등) 시장 적극적인 진출

- 선박 및 육상플랜트 등 온실가스 저감의 신규시장 개척

○이차전지양극활물질전구체

-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분야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수입대체 효과

- 고품질의 소재개발로 기술적 차별성 확보

- 고객사와 전략적인 협력으로 전기차, ESS(에너지저장), IT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소재개발 및 참여

- 수요량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공급능력 확보로 시장점유

김 민 용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매연저감장치및매연저감촉매생산품 (주)이엔드디전구체생산설비Cathodeactivematerialprecursors생산품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이엔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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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222호

홈페이지 : www.gtscien.com

전       화 : 042-936-4520

이  메  일 : gtscien@gtscien.com

○유해가스,악취및VOCs제거/정화용친환경필터및장치제조기술

-   서로 다른 3종류의 필터 소재를 이용하여 실험실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가스, 흄 등을 

발생원으로부터 제거하는 장치

-   한국/미국/중국/인도특허 등록(특허 15건), 녹색기술인증(제 GT-11-00271호), CE 인증, 한국 SPS-KACA 

002-132 , 중국 국가규격 GB/T 18801-2015, GB/T 18883-2002 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실시간실험실안전예방관리시스템(LSPMS)설계기술

-   RFID, Sensor 통신을 활용하여 시약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함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험실 안전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생산

-   국내특허 3건 등록, GS 인증 2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및국가연구실안전정책에부합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사업 참여

- 국립대학, 정부출연(연), 식품의약안전처 등 공공기관 조달 납품

○시약관리형안전시약장,지능형유해가스정화장치등의수출

- 중국, 중동, 터키 등 15개국에 수출

- 중국 현지 법인 활용을 통한 수출 전략 사업 수행

○실험실안전장비의신기술고도화,신산업창출

- 미래창조과학부 실험실 안전산업 신시장, 신산업 발전 전략과 동행

- 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제품 고도화

○스마트실험실안전관리시스템생산공장및체험관신축

- 바이어들의 직접 체험을 통한 우수 제품의 수출 주도 전략

-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의료용,사무실용,건축용필터소재활용으로제품군의다각화,집적화

- 호흡기 증후군, 새집 증후군 대비용 사물인터넷 기반 장비 제조

- 항바이러스 필터용 소재 적용

강 연 균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TOGA Clean System의 가치 > < TOGA Clean System의 제품 >

< 시약안전예방관리시스템(RSPMS) >

지티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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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0

홈페이지 : www.jinyangind.com 

전       화 : 031-671-7740

이  메  일 : ewoohan@hanmail.net

○고층기상관측기기(Radio-Sonde)

-   국내 최초 개발 및 상용화 성공

- 100% 국산화를 통한 국내 유일의 독자제품

- GPS기반의 측정 기술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 측정 데이터의 입체적 분석을 통한 일기예보 데이터 활용

- 국제표준 기상전문 제공

- 친환경제품화를 통한 녹색기술인증 (2015.04)

- CE 인증 (2015.01)

- WMO(세계기상기구) 비교시험을 통한 글로벌 성능입증 

○지상자동기상관측기기(AutoWeatherSystem)

-   자체 제품과 솔루션 공급

- 유선, 무선, 인공위성 등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 산악, 농업, 이동형 등 다양한 사용자 목적과 운용환경 지원을 위한 계측적/독립적 시스템 구성 

- 관측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적용

- ISO 9001/14001, KC인증, Q마크, KMI 마크, CE 등 시스템 별 다양한 국내외 인증

- WMO, 한국, 인도, 베트남, 카타르 등 국내외 기상표준화 지원과 호환성 확보

○고층기상관측기기(Radio-Sonde)

- 기상분야

   1)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고층기상관측용 레윈존데”, ’11~현재, 1,000식 이상 

   2) 인도 기상청, “고층기상관측 시스템”, ’15~현재, 시스템 13식, 존데 20,800식 외 다수 

 - 국방분야

   1) 국방부(육군), “고층기상관측 시스템”, ’05~’07, 21식

   2)　방위사업청, “기상관측자재(라디오존데 등)외 29항목”, ’11~현재, 1,000식 이상 외 다수

 - 항공분야

   1)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층기상관측 시스템”, ’02, 1식 외 다수

○지상자동기상관측기기(AutoWeatherSystem)

- 기상분야

   1) 한국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11~12, 98식

   2) 인도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11, 1,350식

   3) 필리핀 기상청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08, 11식

   4) 베트남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12~현재, 240식  

   5) 카타르 기상청, “자동기상예경보시스템”, ’14~현재, 50식 외 다수

  - 환경분야

   1) 환경관리공단,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등 환경측정 기상관측시스템”, ’88~현재, 64식

   2)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 기상변화 측정 기상관측시스템”, ’97~현재, 15식 외 다수

  - 산림분야

   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사업”, ’11~현재, 121식

○고층기상관측기기(Radio-Sonde)

- 다양한 상층대기 환경에 최적화된 센서 기능향상

- 효율적 측정환경 제공을 위한 다채널 수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 친환경 소재와 저전력, 소형화를 통한 녹색기술 적용

- 신개념의 무인화 운영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존데 개발

○지상자동기상관측기기(AutoWeatherSystem)

- 저전력 데이터로거 기능향상

- 세계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EWS(Early Warning System) 확장 및 모듈화

- 국가재난방지 예측시스템의 표준설비를 기상통합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한 영 호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본사전경 GlobalMembershipinMeteorology

진양공업

○중소환경기업사업화개발촉진지원사업성공/신제품(NEP)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진양공업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
후
/대
기

84 85

케이씨코트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 큐브 12층

홈페이지 : www.kc-cottrell.com

전       화 : 02-320-6114

이  메  일 : 

○전기집진기(ESP,ElectrostaticPrecipitators)

-   전기집진기는 직류고전압에 의해 코로나를 발생시킴으로써 가스 중의 입자를 대전시켜 정전기력으로가스와 

분진을 분리하는 분진제거설비이며, 중력 또는 원심력으로 포집되기 어려운 서브 미크론(0.1㎛)범위에서도 

유효한 집진 기술입니다.

기술의
우수성

- 고객의 요구에 맞는 System 설계
- 이상적 가스흐름을 제공하는 집진전극 (상표등록번호 제0600235호)
- 전자식 탈진장치( 상표등록번호 제0600234호)
- 높은 집진효율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Semipulse, Multipulse 하전장치

성능

설계기준:   < 5 mg/N㎥ @ Stack (PM2.5 대응 설비 구축) 
(Stack 출구에서 Normal 상태로 ㎥당 5mg 미만 배출) 

측정자료:   2.5 mg/N㎥  @Stack 
(Stack 출구에서 Normal 상태로 ㎥당 2.5mg 측정)

○가스처리설비

-   연소공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은 독성이 매우 강하며, 산성비를 

유발하는 공해 물질로서 황이 함유된 석탄이나 Oil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황산화물(SOx) 제거를 위한 습식 석회석-석고 

탈황공정은 습식 Scrubber를 이용하여 배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로, 탈황제로 주입되는 약품은 석회석이나 소석회를 사용하고, 황산화물과 

반응하여 부산물로 배출되는 석고는 석고보드나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기술의 
우수성

 - 높은 제거효율
 - 적은 양의 흡수제/ 전력소비
 - 높은 신뢰성과 유용성
 - 안정된 부산물(상업용 석고) 생성

성능  탈황 99% 제거 근접 (성능개선 사업 목표 SOx 10 ppm 미만배출)

○보유기술의적용분야및실적

항목 적용분야 실적

전기집진기
500~1000MW 대형발전소, 제철소, 중소
형열병합 발전소, MSW/ISW소각로, 바이오
매스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태안화력 7,8호기 (500MWx2)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500MWx2)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350MW

가스처리설비
500~1000MW 대형발전소, 제철소, 중소
형 열병합 발전소, 소각로 등 

삼천포화력발전소 1~4호기 (560MWx4)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500MWx2)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860MWx2)

○최근일부아시아국가들사이에미세분진(PM2.5혹은TSP)이슈로환경문제가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당사는한국의분진제거리더기업으로서정부산하기관및대형발전소와함께문제
해결에대한비상대책회의를다수실시하였으며그에따른연구과제도수행하고있습니다.

○미세분진은단순히분진만의문제가아닌2차생성물질(aerosol)문제로써기존전기집진기
성능개선뿐아니라SO₃를제거할수있는추가설비도보강되어야합니다.

○이상기존발전소와그린필드에각각알맞은설비를제안하는다양한방법의솔루션으로국내
뿐아니라중국에서도현지법인과협력하여미세분진제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외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소형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소의전체적인프로젝트를
미래사업의일환으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

서 동 영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전기 집진기 구조 >

< 가스처리 설비 개통도 >

❶당진화력발전소 
❶Hinta 화력발전소, 대만
❶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 
❶태안화력 7,8호기
❶삼척 그린파워 

❶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❶

❶

❶

❶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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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 바이오 파크 B동 9층

홈페이지 : www.kocat.com

전       화 : 031-628-3456

이  메  일 : hrbae@kocat.co.kr배 학 로 

 

 

○탈질기술

-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처리기술로 SCR(선택적 촉매환원) 및 SNCR(선택적 비촉매환원) 

system를 실용화한 기술

○황염저감기술

-   복합화력 가스터빈 기동ㆍ정지 및 저부하 운전 중에 불안정 연소로 발생하는 황연을 저감하는 기술로 HC-

SNCR(선택적 비촉매환원) system를 실용화한 기술

○소각설비및대기오염방지기술

-   생활폐기물, 산업 및 의료 폐기물을 소각원으로 한 소각설비 제작 및 공사 관련 실용화한 기술 

○반도체/LCD/led공정배가스후처리기술

-   반도체/LCD 공정 중 Etching, Ion Implant, Thin Film(산화막 증착), Diffusion (확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배기되는 

유해한 가스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흡착제 및 시스템

- 화학흡착 메커니즘의 기능성 소재 및 이를 장비화한 배가스 후처리 기술

○Non-CO
2
F-sourcegas(PFC,SF6,HFC)제거기술

-   반도체/LCD/중전기기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F-source 가스를 제거하는 분해용 촉매 및 이와 관련한 장비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플랜트 사업기술

○탈질폐촉매재생기술

-   발전사 배연탈질 SCR 폐촉매를 재생 및 재제조하는 기술로 한국전력연구원과 국내 최초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한 기술

○JDG및Heat-Pump기술개발중

-   JDG(Jet Drying & Grinding) : 폐기물 건조 분쇄 동시시스템 연료화 사업 진행(양주 Pilot Plant)

- HEAT PUMP SYSTEM : 공기열원식 난방 및 수열원식 냉방 무연소방식 냉방/난방/급탕 시스템

○탈질설비(SCRsystem)

-  POSCO ENERGY, 설비명 “Combined Cycle Power Plant 5, 6호기 SCR 공사”, 수행일 2011.06 ~ 2012.12, 

설비용량 3백만 Nm3/hr, 이외 다수 

○황염저감설비(YellowPlumEliminationSystem)

-  민간발전소, K-Power, 설비명 “광양 천연가스발전소 황염저감설비 설치 공사”, 수행일 2010.09 ~ 2011.06, 

설비용량 180MWx4기, 이외 다수

○탈질+황염(Hybrid:SCR+YPES)저감설비

-  민간발전소, POSCO ENERGY, 설비명 “POSCO #7,8,9”, 수행일 2012.11~2013.11, 설비용량 274MWx3기, 

이외 다수

○소각설비

-  담양군, 두산건설, 설비명 “담양군 생활폐기술 소각로”, 준공일 2010년, 용량 18T/D, 이외 다수

○반도체/LCD/led공정배가스후처리기술

- SK Hynix, Dongbu-Hitek, Samsung 이외 국내 20개사, 국외 17개사

○주요발전전략

- 현 기술 중심 중소기업 : 전담 기술연구소 중심 기술개발 사업화 

- Zero Emission의 Total Solution 기술사업화 및 고도화 추진 / 해외수출

○기술개발및사업의진행방향

- 요소기술을 선 개발(기술연구소) 및 Spin-off사업화(각 사업부)

-  소재 및 시스템/플랜트의 일원화된 Total Solution 구축 → Fusion Technology 진행

- 국내 및 국외의 맞춤형 사업 진행 (국내실적의 해외사업으로 전이)

- 외부기관과의 협동체제 구축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반도체/LCD/LED
공정배가스후처리설비

보령화력7호기500MW
폐촉매재생

POSCOENERGY탈질설비 광양천연가스발전소황염저감설비 (주)동양에코72T/D산업폐기물소각로

코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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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97

홈페이지 : www.cleanat.com 

전       화 : 1577-8898

이  메  일 : cat@cleanat.com

○울트라나노필터(나노섬유코팅필터)

-   침투처리방식(Depth Filtration)의 폴리에스터(Polyester) 카트리지 필터 표면에 직경 80~100nm의 미세한 

나노섬유를 1~5μm 두께로 코팅하여 만든 표면처리방식 (Surface Filtration)의 특수필터로 여과효율이 0.3~0.5

㎛@86.2%에서 99.1%로 높아짐

-   침투처리방식의 필터는 미립자가 필터 내부의 깊은 곳에 박혀 잘 떨어지지 않지만 표면처리방식의 필터는 

미립자를 필터의 표면에 맺히게 하여 필터 탈리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필터 수명연장을 유도하고 필터 

차압을 낮게 유지함 

○적용분야:미세분진및연기등의대기오염물질이발생하는산업현장(집진기의필터로적용)

○적용건수:총715건

적용사례

  1) 인천 ㈜영스틸에 플라즈마 철판 절단작업 연기 제거용으로 적용

     ☞ 기존에는 3개월 마다 필터를 교체했지만 현재 2년 넘게 사용 중

  2) 청주 에이엠피(주)에 용사 작업 분진 제거용으로 적용

     ☞ 기존에는 3개월 마다 필터를 교체했지만 현재 10개월째 넘게 사용 중

  3) 김포 하이메트(주)에 가우징 작업 분진 및 연기 제거용으로 적용

     ☞ 기존에는 필터를 투과하여 날리던 미세분진이 많았으나 현재는 날리는 분진이 없음

  4) 김포 태성특수금속에 주물 작업 분진 제거용으로 적용

     ☞ 기존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으로 진입 성공

○경쟁우위를통한시장점유율확대

- 부설연구소 연구비 투자확대 및 기술인력(대기환경기술사 등)의 확충 

- 기술자료의 지속적 축적(현재 10여년간의 자료 축적)

- 생산설비 및 기술설비(입자농도측정기 등)의 확충

○신기술을통해진입이어려웠던산업분야에진출(시장개척/확대)

- 개발된 나노필터를 이용해 주물 등의 분야에 진출성공

- 집진성능과 세척능력이 향상된 전기집진기를 개발 중

○집진기,대기오염방지시설와관련된모든업무를턴키(TurnKey)로해결할수있는
‘대기환경종합종루션’제공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류업무 무상제공

- 환경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및 서류작업 제공

- 대기측정 및 관리대행 사업부 추가 운영

○E.R.P와그룹웨어의고도화

- 전산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

-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원가우위를 달성

- 관리 인력의 비중을 낮춤

- 기술 및 연구, 생산 인력의 비중을 높임

서 현 석 

기존필터(분진이내부로침입) 나노섬유코팅필터(분진이표면에맺힘)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스마트나노집진기

울트라나노필터가적용된하향기류식집진기로아크릴,스틸,스테인리스등의레이저,플라즈마가공시

발생하는다량의퓸(Fume,연기)및연마,분쇄,드릴,절단,그라인더작업등에서발생하는미세분진을제거함

주물공장분진제거 CNC건식가공분진제거
회사전경

크린에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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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RegenerativeThermalOxidizer,축열식폐가스소각장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성분을 열에 의해 소각처리하는 장치로서 표면적이 넓고 압력손실이 적은 하니컴형 

세라믹 축열재를 사용하여 폐열을 95%이상 회수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축열식 폐가스 소각장치.

-  당사제품은 Rotary type의 축열식 폐가스 소각장치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대만등에 수출하여, 기술을 

인정받고 있음  

○SRS(SolventRecoverySystem,용제회수기)

-  화학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VOCs를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탈착을 반복하여 VOCs를 회수하는 장치로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VOCs처리장치임

-  당사의 순수기술로 설계되어 국내 유수기업에 설치 운전(국내업계 최다실적 보유)되고 있으며, 중국에도 

설치하여 운전되고 있음

○RC(Rotorconcentrator,VOC농축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성분이 대풍량으로 발생되는 저농도의 VOCs Gas를 흡착시킨 후, 고농도의 VOCs 

Gas로 탈착시켜 후단 RTO 시설의 처리조건에 적합하게 조절해주는 농축장치로 LNG등 보조연료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

○BallastWaterTreatmentSystem,선박평형수처리장치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해수로 그 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 

병원균등에 의해 해당 수역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 후 평형수 탱크로 보내고 중화 처리후 해양에 배출하는 장치로서 당사 독자적인 자체기술로 개발되어 

국내 선박은 물론 해외선박에도 설치되고 있으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RTO(RegenerativeThermalOxidizer,축열식폐가스소각장치)

-  모든 VOCs발생 및 악취발생공정의 VOCs 및 악취제거용으로 설치되며, Vent gas, Coating, 건조, 폐수처리장등 

조건에 맞게 설계ㆍ설치되어, 경우에 따라 폐열 회수 및 타공정에 사용할수 있는 System으로 구성

-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 130여기의 설치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SRS(SolventRecoverySystem,용제회수기)

-  고가의 Solvent가 발생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Solvent를 회수/정제하여 생산에 재활용하는 설비로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Tape제조공정, PTA제조공정, Methylene Chloride발생공정등에서 많이 사용 

-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 국내업체로는 최다 실적을 보유 하고 있음

○RC(Rotorconcentrator,VOC농축기)

-  대풍량, 저농도로 VOCs가 발생공정에서의 신규설치 및 기존 공정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쇄공정의 THC규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

○BallastWaterTreatmentSystem,선박평형수처리장치

-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설치 발효가 2015년 예상되어 신조선 및 기존선에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됨

○당사 축열식소각설비(RTO)는 에너지절약형 소각설비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지속적인
수주가이뤄지며,용제를사용하는공정에서는회수를통한비용절감으로용제회수설비시장이
확대되고있음

○폐가스 Solvent 회수시스템인 SRS는국내최다실적을보유하고있으며중국에다수의
수출실적이있으며,향후수출증가를위하여기능향상을의해연구개발에더욱매진하고있음

○당사는전기화학의핵심소재인촉매전극의원천기술을보유함에따라담수및해수의소독등
위생관리와폐수의처리그리고발생되는수소를활용한연료전지등의전기화학응용분야의
시스템에점차시장을확대하고자하며이에대한핵심경쟁력을보유함

○상기보유기술은 녹색제품으로 에너지절감, 환경유해물질의 제거 그리고 소독위생관리등의
분야에연관응용사업분야로확대적용가능함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L사RTO설비 L사SRS설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천안정수장고농도차염발생장치

테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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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수처리설비(Filter&UV)

(주)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인 GloEn-PatrolTM은 100% 물리적 처리방식인 여과과정과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기술로서 살균력이 탁월하면서도 활성물질의 생성이나 배관 및 평형수 탱크의 부식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치임

○육ㆍ해상용탈질설비(SCR)

1)   국내외 화학공장, 산업용 보일러, 발전소, 소각로, 해양 플랜트 등 내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며, 최대 질소산화물 

98% 제거 효율을 가짐

2) 중소형 열병합 발전설비에 적합한 De-NOx SCR System, PaNOxTM를 개발, 국산화하는데 성공

3)     본 설비는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TIERⅢ가 발효되는 2016년에 Keel Laying 되는 모든 

선박에 장착되어야 하며 기존의 검증된 육상용 설비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선박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음

○선박용수처리설비(총403건실적)

1)113K Crude Oil tanker_ 2011 

2)82K Bulk carrier_ 2012 

3)21K Chemical tanker_ 2012 

4)50K Product &Chemical tanker_ 2012

○육ㆍ해상용탈질설비(총25Project실적)

1)R.F. MacDonald_ Boiler 600HP Boiler NH3/2010년(미국)

2)Diamond Pet_Boiler 350HP x 2Sets NH3/2010년(미국)

3)Corn Product_ HRSG 3MW GT NH3(19%)/2011년(미국)

4)효성중공업_7,000kW x 2Sets Urea(40%)/2011년(이란)

5)ConAgra Food_ HRSG 4MW GT x 2sets NH3(19%)/2012년(미국)

6) 대경기계기술_HFO Boiler 117 Ton Boiler Urea(40%)/2012년(사우디)

7)평택 복합화력 950MW 탈질설비 수주/2012년(국내)

8)울산 복합화력 900MW 탈질설비 수주/2012년(국내)

9)하남 복합화력 400MW 탈질설비 수주/년2013(국내)

○선박용수처리설비

-   제품 생산 효율 증대 /원가 구조 개선/신제품 개발을 통한 라인업 다양화

(Radar-type Level Guaging System 및 전기분해방식 개발)

- 꾸준히 하락하는 시장 가격에 대응(LI 및 UV방식 BWTS)

-   기존 LI 및 BWTS영업을 통해 쌓아둔 영업력을 바탕으로 조선소/선주와 

지속적 관계 유지

-   세계 각지에 산재한 현지 Agent의 영업력을 이용, 해외 주요 거점 소재 

지사의 조기 설립 및 안정화

○육ㆍ해상용탈질설비

- 육상플랜트용 DeNOx, DeSOx 제품 개발 및 공급

-  실적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수주 확대에 주력 → 중저가 가격대 제품에 

집중

-   수주, 납품, 실적을 확보하여 업계 평판 구축/각종 전시회/세미나를 통한 

제품 홍보/엔진사와 개발 협력 (Co-R&D)

-   해외지사 및 Agent를 활용하여 마케팅 및 사후관리 제공/중국, 일본, 유럽  

지역 진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ConAgraFood(USA)HRSG4MW
GTx2setsNH3(19%)

ConAgraFood(USA)HRSG4MW
GTx2setsNH3(19%)

    ① Filter Unit (여과장치)

- 50㎛ 이상의 해양생물 여과

- 탁월한 여과력

- 자외선 투과율 향상에 기여

- 낮은 압력 손실

- 자동 역세척 기능

- 처리 용량 : 50 ~ 6,000㎥/hr

- 최대 작동 압력 : 10 kg/㎠

- 방폭형 (선택사항)

    ① UV Unit (자외선 살균장치)

- 긴 수명의 자외선 램프

- 미생물 및 병원체의 살균

- 쉬운 유지보수 및 작동

- 자동 세척 와이퍼 장착

- 처리 용량 : 50 ~ 6,000㎥/hr

- 최대 작동 압력 : 10 kg/㎠

- 방폭형 (선택사항)

82KBulkcarrier

21KChemicaltanker

50KProduct&Chemicaltanker

파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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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M동 1903호

홈페이지 : www.krico.co.kr 

전       화 : 032-817-5100

이  메  일 : esco03@korea.com

○폐기물소각시설

-   하향통풍식 화염건류 소각로 (특허10-1326481호)

    :   고발열량의 폐기물과 다습성 저발열량의 폐기물이 혼합된 생활폐기물에 대해 건조 및 건류화 가스를 

발생시켜 소각하는 기술

  - 고온 FGR을 이용한 저공해 연소장치 (특허 10-1533604호)

    : 연소된 고온의 소각가스를 연소실로 순환하여 안정적인 연소를 유도함으로써 저Nox 연소를 구현한 소각시설 

○폐동물소각시설

-   살처분 가축의 안전처리를 위한 이동식 소각로(특허10-1187651호)

- 동물사체 소각장치 (특허10-0721130호)

-   조류독감, 구제역등의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각시설로 소형동물(조류 등) 이나 대형동물(소,

말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각 가능

-   기존의 폐동물 소각로는 고정식으로 발병장소에서 소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으로 제작(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발병장소로 이동후 소각하므로 전염에 빠른 대처 가능

○바이오오일생산기술

- 바이오오일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오일 제조공정(특허10-1414817호)

    :   팜 오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팜유 추출 공정폐수(POME)상에 잔존하는 바이오 오일을 멤브레인 

필터 전처리 수단 및 단계적으로 배치되는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해낼 수 있게 하는 바이오 오일을 

회수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성공/환경신기술인증(NET)

○폐기물소각시설

- 경남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전남 신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소각시설

- 전남 고흥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경북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경북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완도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 영보화학(주) 청원공장 : SRF 소각 보일러 외 다수 

○폐동물소각시설

- 동물검역기관ㆍ축산연구기관등 관련기관의 동물폐체 처리에 적용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폐동물 소각시설

- 농림축산검역본부 폐동물 소각시설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폐동물 소각시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폐동물 소각시설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폐동물 소각시설

- 축산위생연구소(경기) 폐동물 소각시설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폐동물 소각시설 외 다수

○바이오오일생산기술

- 고지방산 저급 팜슬러지 오일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용 다기능성 촉매개발

○폐기물소각시설

- 국내 중소형 폐기물소각시설의 기술 경쟁력 우위를 강점으로 중대형 소각 시장 진출 및 해외 시장 진출 추진

- 초 저Nox 연소기술을 응용하여 소각시장외 산업로, 발전소 등으로 시장확대

○폐동물소각시설

- 해외 진출 추진 (제품 및 기술)

○바이오오일생산기술

- 기술의 안정화 및 상용급 설비 기술 확보

- 해외 수출 사업 진출 

○지속적인연구개발

-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로 신사업 분야 진출

    : 바이오에너지 제조기술, 고형연료 제조기술

- 정립된 연소기술을 응용한 화장로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진출

윤 학 상

고온FGR을적용한소각시설 바이오오일생산설비국립축산과학원폐동물소각시설

바이오오일

함양군폐기물소각시설

이동식동물소각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대경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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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269-130

홈페이지 : www.dscn.co.kr 

전       화 : 031-671-1241

이  메  일 :  dscn1241@hanmail.net

○재생유기용제의개척자

-   1993년부터, 오직 폐 유기용제의 재활용과 환경 오염원 최소화만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22년

- ‘품질은 자존심! 기술은 운명! 환경은 사명!’ 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정진

-   산업용 폐 유기용제로부터 반도체급의 초고순도 용제를 재생해 냄은 물론, 그 동안 누구도 해 내지 못한 

까다로운 용제들도 세계 최초로 정제해 내는 품질 개척자로 성장 

○폐유기용제재활용플랜트수출

-   중국의 환경 개선이 곧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으로 연결 

-   폐 유기용제 재활용 기술이 생소한 중국에 정제 설비 및 기술을 수출, 유한한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중국의 협력 업체들에게 아낌없는 기술 지원 

-   중국 섬서성 시안시에 위치한 ‘고신위폐처리유한공사’에 실제 국내 덕산실업의 설비보다도 한 차원 진화된 

최신식 설비를 수출하여,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S반도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 중

○지속적인연구개발

-   ‘세상에 버려질 폐 유기용제는 없다.’ 

-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고, 이 세상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아직까지 분리해 내지 못하는 폐 유기용제를 분리하여 0.1%의 회수율이라도 높이기 위한 노력 경주

○전자급폐유기용제재활

- 세계 최초 태양광 웨이퍼 제조 공정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 2차 전지 전해액 제조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 LCD 공정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 반도체 절연막 제조 공정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 반도체용 Photoresist 제조용 유기용제 국산화 성공 

○의약품,첨단산업용폐유기용제재활용

- 각종 의약품 제조용 유기용제의 재활용 성공 

- 탄소섬유 제조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 최첨단 촉매제 제조용 유기용제 재활용 성공

○폐유기용제정제설비제작

- 당사의 모든 정제 설비를 자체 제작

- 단일 증류 설비에서 다양한 종류의 폐 유기용제를 재생할 수 있는 첨단 멀티 타워를 자체 설계, 제작, 운영 중

- 이와 같이 검증된 당사의 정제 설비 및 시스템을 국내외 업체에 판매하여 산업부산물 연간 약 7만 톤 재활용

○초고순도유기용제정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초 미세화에 적합한 초 고순도 유기용제의 정제 기술 확보

-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정제 설비 기술 확보

○정제설비해외시장개척

- 기 수출한 업체로부터 추가 설비 도입 추진

- 활발한 중국 시장 진출 (장수성, 귀주성, 광동성 등 정제 업체들로 부터 설비 도입을 위한 수출 추진 중)

이 범 진

덕산실업(주)폐유기용제정제설비[증류타워10기]
중국시안공장전경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초고순도폐유기용제정제기술개발/정제플랜트설비운영모듈개발

덕산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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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시 서구 금곡동 658-1

홈페이지 : www.dh-m.co.kr

전       화 : 032-527-5782

이  메  일 : bytak@dh-m.co.kr탁 봉 열

 

 

○링블로워(RingBlower)

-   국내 최초 국산화 링 블로워는 저소음 송풍기로 토출압력이 높고 유량이 많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의 국내 

환경산업시설 폭기용으로 주력 고효율 제품

-   컴팩트하고 소음레벨이 낮고 송풍 고효율, 사후관리 저비용으로 경제성 높음

-   수입제품 가격의 60% 이하로 저렴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고압피스톤펌프(HighPressurePistonPump)

-   최대 6기통의 피스톤으로 3단에 걸쳐 물이나 액체를 압축하여 200~750bar 토출된 고압수를 세척용, 소화펌프, 

R/O, 준설시스템 등 주력 핵심제품

-   토출압력 상승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작업시간 단축, 절수 등의 친환경 제품

-   세척수만으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에 화학세정제를 혼합 사용하면 환경오염 일으키지만 본 제품을 이용할 경우 

화학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척 기능으로 국내 유일한 친환경 국산 제품 (42기 모델 생산)

○바이오가스플랜트(BIOGASPLANT)

-   혐기소화 공정으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된 요소기술을 한국형으로 국산화한 

바이오가스플랜트의 상용화 

-   100% 국산기자재 적용ㆍ설계ㆍ제작ㆍ설치ㆍ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   기존 현장인력으로도 플랜트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축산농가의 오폐수처리  및 에너지 자원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친환경 에너지화 플랜트

○링블로워(RingBlower)

-  96년부터 오폐수 처리장 및 환경 산업체 적용

-  대기업, 아파트 정화조, 관공서, 군부대 납품

-  중국, 사우디, 싱가폴, 핀란드 등 활발한 수출 

○고압피스톤펌프(HighPressurePistonPump)

- 세차장 / 환경산업분야 / 축산분야 / RO시스템

- 환경세척분야 해수담수화용 / 해양플랜트 / 준설용

-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

○바이오가스플랜트(BIOGASPLANT)

- 화학폐수 재처리 : 삼성정밀화학 Methylcellulose 처리

- 혐기소화폐액 처리 : MTI Bio Digestate 폐액처리(네덜란드)

- 가축분뇨 자원화(액비생산) : 보은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4개소

○바이오가스플랜트(BIOGASPLANT)

- 정부 시책인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및 자원화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 신재생 에너지화로 열병합 발전, CNG가스화, CO
2
 재활용 사업화 

- 지구 온실가스 에너지 전환으로 신소득 창출 차세대 환경전문 선두기업화 실현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 MOU 및 사업구체화로 경쟁력 회복 

○중ㆍ고진공펌프

-   전량 수입품에 의존한 중ㆍ고진공 펌프를 국산화, 친환경 전략구축 

-   10-9 torr 신뢰성 시험기 자체설계, 제작, 성공으로 경쟁력 확보 

-   NET 신기술 획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수출 전략품 추진

-   환경부/하폐수사업단 연구개발 사업 성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목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링블로워

농림수산식품부지원기획연구실증
충남홍성군(’0804~’10.04)

농촌진흥청사업녹색마을시범사업제1호
전라북도김제시(’11.10~운영중)

농림수산식품부지원기획연구실증
경기도안성시(’09.10~운영중)

환경부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
광주시광산구(’14.10~운영중)

플랜저펌프

세척시스템

디에이치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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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84-6번지

홈페이지 : www.samhoenv.co.kr

전       화 : 031-322-3507

이  메  일 : zzangree@naver.com이 장 근

 

 

○기술명칭

-   SRF 생산기술

○기술개요

-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형/비성형 SRF 생산

-   산업체, 재활용센터 잔재물 폐기물의 특성에 맞춘 공정과 단위설비기술 

보유

-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SRF 생산 기술

○기술의우수성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제(복합고형연료, 폐플라스틱 유화플랜트 

전처리) 연구결과 반영

-   민간업체 최초로 2006년부터 고형연료사업 투자 후 끊임없는 설비 

및 공정개발로 탁월한 생산기술과 설비 보유

- 기술개발에 따른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

○기술적용제품

- 성형 SRF 

- 비성형 SRF  

○관련시장진입정도

-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약 10%를 재활용

-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성형/비성형 SRF의 약 15%를 생산 판매 중 

○기술개발

- 2008년부터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3개 과제 주관, 참여기업

· 지경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슬러지를 원료로 하는 복합고형연료 생산기술과 폐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다기능 열분해 연소로 개발(주관연구기관)

·지경부: 6000ton/yr 규모 이상의 종말품 혼합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공정 개발(참여연구기관)

-   2013년 환경부 “비성형 고형연료의 혼합산화제가스화를 통한 고품질 합성가스제조기술” 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기관)

○SRF제품생산량확대

- 현재의 폐기물 수집지역 : 서울ㆍ수도권 및 경기지역

-  신축공장 가동으로 현 연간 폐기물 처리량 20만 톤을 45만 톤으로 증대하여 SRF 생산량을 현 년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대 계획

- 2014년 아스콘 사업부가 위치한 아산 지역의 사업 범위 확장 계획 (폐기물 수집 지역을 충청권으로 확장) 

○SRF제품판매처다양화

-  현재의 주 SRF 수요처인 시멘트제조사에서 제품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판매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계획

-   주요 사용처로 바이오매스 연소로를 설치 완료하였거나 설치중인 제지사, 염색업체 및 에너지 공급사업 

사업자로 판매고객을 다양화 중에 있음

- 2015년까지 시멘트제조사 판매 비율을 현 75%에서 55%로 변경할 계획임

○고품질SRF제작을위한기술력/생산라인확보

- 고품질 SRF 제작을 위한 생산라인의 재정비 계획 

-  생산공정과 단위설비에 대한 개선작업과 연구개발 진행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분쇄기, 다단진동식 입도선별기, 

플라스틱 폐기물 성형장치 개선)

○SRF를이용한후단사업진출

- 연료 공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폐기물에너지(전기, 열) 공급사업의 지분 참여를 통한 후단 사업 진출 진행

- 안정된 가격의 연료판매처 확보

- 에너지 공급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성 개선

-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급속한 매출/수익 증대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SRF성형품(Wheelmilltype)

SRF비성형

SRF성형품(Ring-diestype)

삼호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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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151

홈페이지 : www.ik.co.kr 

전       화 : 032-563-3114

이  메  일 :  hjlee@ik.co.kr

○국내최초옥내화된건설폐기물처리시설

-   도시미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결 

- 중소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투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고품질순환골재제조기술

-   파쇄와 마쇄를 통하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제조

-   회전맨틀과 진동콘케이브 사이에 채워진 순환골재에 진동력을 가하여 시멘트페이스트 제거와 모르타르를 파쇄 

하여 골재 품질향상

-   고품질순환골재 생산으로 천연골재를 대체하여 안정적인 골재의 수급과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

○하수슬러지고화제제조기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하수슬러지 고화기술공모에서 1위

- 흡습능력이 뛰어나고 양생기간 단축으로 공정효율 극대화

-   주)아이케이에서 개발한 고화제는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고화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

○옥내화된건설폐기물처리시설

- 미래지향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모델 제시로 관련법 개정의 기준 마련

○고품질순환골재제조기술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으로 연간 약 58만톤의 천연자원 대체

○하수슬러지고화제제조기술

- 해양투기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처리의 돌파구 마련

-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하수슬러지자원화용 고화제 대부분을 공급

- 서울시발생 하수슬러지 자원화율 크게 향상

- 산업부산물 연간 약 7만 톤 재활용

○CO
2
대량고정화기술개발

- CO
2
 를 활용한 순환골재 개질처리기술 개발

- 건설폐기물의 pH저감형 건설자재 개발

○토양정화기술개발

- 서울, 인천 유일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

- 마이크로웨이브와 근적외선을 활용한 열탈착 정화기술 개발

- 토양, 지하수정화분야 기술 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

○해외환경시장진출

- 폐기물 처리기술 및 고품질순환골재 제조기술

- 토양정화기술 및 운영 시스템 

- 고화제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 기술

김 상 문

옥내화된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장전경

고화제제조기술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기술연구개발성공/환경신기술(NET),환경표지인증

아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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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13 (창곡동)

홈페이지 : www.rne.kr 

전       화 : 055-283-7740

이  메  일 : rne4050@hanmail.net이 용 순

 

 

○세계최초로폐인조대리석으로부터고순도MMA와산화알루미나회수기술개발및상용화에
성공한친환경첨단기술

-  인조대리석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조대리석의 스크랩과 분진을 열분해를 통해 MMA를 분리 정제하여 

95%~98%의 MMA를 회수함.

- 열분해가 완료된 잔여물은 소성로를 통해 완전 연소시킴으로써 미량의 불순물이 제거된 알루미나를 수취함.

○MMA(MethyMethAcrylate)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중합물(PMMA)은 유리모양의 단단하고 투명한 수지로 내후성이 뛰어남

○PMMA(PolyMethyMethAcrylate)

-  MMA(Methy Meth Acrylate)Monomer를 주원료 하는 아크릴 수지 중 가장 뛰어난 투과성(93%)와 함께 내후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착색성 및 아름다운 외관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

- 용도 : 인조대리석 원료, 아크릴 원료, 자동차 후미등, LED TV, 소음차단벽, 광고 간판 등에 사용 

○알루미나(Al2O3)AluminumOxide

-   알루미늄과 산소의 화합물로 알루미나라고도 한다. 천연에서 코런덤 . 루비. 사파이어 등으로 존재하고 α-

산화알루미늄, β-산화알루미늄 등이 있다. 공업적으로는 알루미나라고도 함

-  화학식 Al2O3 분자량은 101.96이다. 천연으로는 결정광물인 코런덤으로 산출되고 또 순수한 코런덤이 착색된 

루비와 사파이어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것이 알려져 있는데, 수산화알루미늄은 300도 이하로 가열하면 

생기는 α-산화알루미늄은 순수하고 가장 안정된 형태임

- 용도: 내화물, 타일, 세라믹, 시멘트 등의 원료에 사용  

○폐열자원순환기술개발

- 폐인조대리석으로부터 MMA 및 산화알루미나 회수 및 폐열 재활용을 통한 아크릴 자원순환 기술 개발 추진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추진

-  폐인조대리석으로부터 추출한 MMA의 고품위화 및 PMMA pellet 합성을 통한 부가 가치확대 및 해외 수출 

확대 추진

○해외기술이전및플랜트수출추진

-  폐인조대리석으로부터 MMA 및 산화알루미나 추출 기술을 해외(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기술 이전 추진

-  폐인조대리석으로부터 MMA 및 산화알루미나 추출 플랜트 제작 해외 수출 추진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정제공정(옥산) 정제공정(창원) 정제공정(함안)

알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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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6길 5 토탈에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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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정제기술

- 바이오가스 정제기술의 100% 국산화 성공

- 국내 최초ㆍ유일의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상업운전 중

-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가스를 정제/압축하여 천연가스 대체연료 사용

○매립가스포집및발전기술

- 세계최대 50MW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불순물 제거 후 발전용, 난방용 연료시설의 투자 및 개발

○탄소배출권(CER)거래

- 메탄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

○바이오에너지플랜트EPC및운영(O&M)

- 바이오가스 플랜트 EPC(설계, 제조, 건설)

- 지속적 기술확보 및 현금 창출능력 보유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운영

○바이오가스정제

- 서남 물 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 사업

- 강원도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 사업

- 창원 덕동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

- 평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상암 수소스테이션 전처리설비 설치공사 

○매립가스포집및발전

- 세계최대 수도권매립지 50MW 매립가스 발전사업

- 창원시 덕동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CDM 사업(900kW)

- 구미시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CDM 사업(450kW)

- 대전시 금고동 매립가스 보일러연료 공급사업

- 수도권매립지 50MW 발전소 황산화물전처리시설 설치공사 

○탄소배출권(CER)거래

- 창원시 덕동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CDM 사업 : 국내 K-VER 등록완료

- 구미시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CDM 사업 : 국가승인 및 UN제출완료

○기술연구

-   정제기술 R&D를 통한 기술 효율성 향상과 운영기술 축적에 기반하여 타 

기술들과 차별화된 전략수입

- 해외 국가별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기술 개발 및 보급

- 기술연구를 통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유 확대 

○해외사업

- 정부ㆍ기관ㆍ관련업체와 연계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   선진국 대비 동등한 성능과 유럽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의 장점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해외시장 점유 확대

○국내사업

-   2013년 육상폐기물 해상투기 금지법 시행으로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수요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예상, 수요처 확보에 노력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강원도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

서남물재생센터Bio-gas
차량연료화설비

평창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창원덕동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연료화사업

수도권매립지50MW매립가스발전소

에코에너지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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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폐냉동컴프레서)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유해가스및악취의원천차단기술을
적용한자동화기기(녹색기술인증,특허)개발과현장적용

-  폐유가 함유된 금속함체 절단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즈마 절단 시 고열 발생으로 인한 내부 폐유의 

연소로 발암물질 및 환경에 유해한 가스 배출 및 악취 발생.

-  고열절단방식을 배제한 자동화 M/C(Machinning Center)에 고강도 칼날을 구비하여 유압 또는 공압력을 

이용하여 열 발생 없이 고속 절단하여 유해물질 배출을 제로화 하여 내부 유가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함. 

○폐비데의유가금속추출을위해재봉절단형자동화M/C(특허)개발을통해1g단위의자원도
재활용

-  폐 비데 내부의 유가금속인 동 및 플라스틱 구리선 등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타격 파괴 방식이 

자동화재봉절단 방식으로 소음과 분진 발생의 문제점 해결

○기타기술

-  폐유가 묻은 금속의 세척을 위한 고온 스팀오일 분리 시스템개발로 다량의 세척수를 이용하지 않고 고온 

스팀으로 오일분리 및 진공흡입 회수 방식을 사용하여 세척수에 위한 2차 환경오염물질 (폐수)을 최소화하는 

기술

○연간추정배출되는약400~600만대가량의폐냉동컴프레서(지정폐기물)를친환경적으로
재활용처리가능

-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자동화 M/C 보급을 통해 지정, 일반폐기물의 유가 자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 

공정을 통해 추출함으로서 환경오염방지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기술을통해폐냉동컴프레서를연간약30만대를재활용하고있음.

○폐비데커팅기술을실제현장에적용하여유가금속추출시자원재활용률을극대화함과
동시에산업재해발생도최소화하고있음

○냉동컴프레서가포함되는4대가전제품은2011년통계청조사기준,약4,692만대가누적,
보급되었으며연간600만대가량폐기물로배출됨

-  당사의 현재 처리능력은 연간 30만대에서 신형M/C(녹색기술인증) 개발완료로 연간 100만대까지 처리능력이 

확대됨

 

○또한저렴한보급형“폐유가수용된금속함체절단자동화기기”개발완료로국내판매및해외
수출형제품으로제작완료

- 국내 보급 목표 : 1,000대 목표 (매출규모 : 200억원)

- 해외 수출 목표 : 연간 200대 목표 (매출규모 : 400만불)

○폐비데자동화재봉형절단M/C및고온스팀으로오일분리및진공흡입회수세척시스템의
주문형제작판매

○신재생에너지사업진행을통한기술사업고도화로신성장사업추진

-  히트파이프형 발전장치 기술을 적용, 소각장 폐열 또는 태양광, 지열 등을 기초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청정 

전기발전 시스템 연구 개발 중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폐냉동컴프레서자동화커팅머신 폐비데자동화커팅머신 커팅된폐컴프레서및비데 콘베어해체및선별라인

POSCO광양제철소1~4소결청정설비당진화력발전소1~4호기가스처리설비

우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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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기술을활용하여환경오염의주범인온실가스(CO2)를최소화한기술

- 폐자동차 해체서비스업의 제조 전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의 기초를 마련, 고부가기치 자원화 생산 

- 실내에서 One-Stop System 작업으로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의 빠르고 정확한 해체가 가능

- 95% 재활용률을 위한 폐차산업의 경쟁력향상 및 친환경 리사이클링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처리공정(Flowsheet)

- 특허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시설구축, 재사용 부품의 분리 및 공급기반 구축

전경 공정명 공정설명

4공정 실내부품(시트, 유리, 전선 등) 해체

3공정 엔진해체

2공정 외장류 해체

1공정 액상류 및 타이어 회수

외부공정 자체 슈레딩 및 적재

- 핵심기술

폐차 해체용 크레인 장치 폐차를 올려 90도로 회전시키는 기술로써 작업의 편리 및 해체시간 단축

폐차의 유리 분리장치 전면유리를 간편하고 빠르게 해체, 작업자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

폐차의 액상류  회수장치 폐유 및 부동액 등을 친환경적으로 전량회수 할수 있는 시스템

폐차 해체 시스템 다양한 차량의 적용가능한 반자동화 시설 및 대차레일을 이용한 분업화시스템, 폐차길이 
및 폭에 따른 조절 가능 장치 다양한 차량의 적용가능한 반자동화 시설 및 대차레일을 
이용한 분업화시스템, 폐차길이 및 폭에 따른 조절 가능 장치폐차 해체 시스템의  대차

○해외환경시장진출

  - 폐자동차를 친환경적으로 해체, 매월 20기(컨테이너)이상 중고부품을 해외 22개국에 수출

  - 태국 자원순환기업 YOMA사와 기술교류 MOU를 체결하여, 50만㎡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진출

  - 중국 및 동남아에 재활용기술 및 설비 진출을 통한 동남아 애프터마켓 산업 진출

○국내폐자동차애프터마켓분야선진화

- 자체개발기술 보급화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국내 폐차시설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   국내 최대 규모 슈레더(4,000HP) 설비 구축 및 우수한 고가 금속 분리선별 능력으로 고부가가치 자원 생산 

극대화

- 전기차 유통생태 구축협력 및 노후차량 교체 등 EV애프터마켓 사업 선제적 진출

- 국가 환경정책에 신속대응 및 정책 입안 및 추진에 적극적인 조력자역할

○친환경중고부품활성화

-   환경오염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따른 CO2 절감, 탄소배출량 인증을 통한 친환경 부품공급

- 중고부품 유통시스템 구축(ERP시스템) 및 쇼핑몰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 4년연속 보험개발원 중고부품 공급업체 인증을 통한 중고부품 제공 및 활성화에 기여

박정호, 김대봉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폐자동차 자원순환센터 > < 이천지점-파쇄재활용 > < 저망간 철스크랩 생산 >

라디에이터 그릴

테일램프(10.5)

프런트도어(96.5)

헤드렘프(10.5)

리어도어(96.5)

교류발전기(20.3)

사이드미러(4.5)

리어범퍼

휀다(5.5)

백 도어

본넷(33.9)

리어 피니셔

트렁크 판넬

등속조인트(13.6)

프런트범퍼(33.9)

인선모터스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폐
자
원
/에
너
지

116 117

주       소 : 경기 고양 일산동구 동국로 240 

홈페이지 : www.insun.com

전       화 : 031-969-1500

이  메  일 : dwchun@insun.com김 대 봉

 

 

○고속회전식콘크러셔와개량형임팩트크러셔일체형설비를적용한콘크리트용순환골재생산기술

-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설비 후단에 고속 회전식 콘크러셔와 개량형 임팩트크러셔 설비를 

적용하여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개선하여 생산  

○처리공정(Flowsheet)

○친환경특허기술을접목한폐자동차해체재활용98.5%달성신기술

- 국내 최고 수준의 폐자동차해체재활용율 98.5%

- 폐차 전 과정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폐차장

-   폐차해체시스템, 폐차 액상류 회수장치, 폐차 크레인장치, 폐차 유리분리 장치, 운반용 대차 등 특허기술 접목 

통해 친환경 시스템 구축 및 작업시간 단축 

- 자동차 액상류, 냉매 등의 100% 회수 통해 환경 오염 요인 배출 차단   

○해체공정

○순환골재생산기술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

-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

○폐자동차해체재활용기술

- 폐자동차재활용율 95% 이상 유지

- 친환경 중고부품 유통 (보험개발원선정 우수 공급업체)

- 양질의 중고부품 공급 및 품질이력 관리

○국내폐기물관련산업발전선도

- 폐기물 중간, 최종 처리 분야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운영 능력 수출 등 글로벌 환경 산업 진출 

- 국가 환경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에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

○폐자동차재활용,재사용및자동차애프터마켓산업집중육성

- 친환경 폐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선진화 및 정부 정책 적극 협조 

- 자동차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유통 사업 진출 및 적극 육성

- 자동차 해체재활용 기술 및 플랜트 수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현장사진

친환경해체라인 중고부품쇼핑몰“파츠모아” 중고부품공급업체인정서

생산된순환골재

고속회전식콘크러셔

폐자동차해체재활용센터전경

폐자동차해체재활용센터전경폐콘크리트파쇄설비

폐차 입고 선별, 작업지시  해체라인  진입 

QR코드 부여 

1차 공정 
(타이어 , 배터리  등) 

액상 회수 

친환경특허기술  

2차 공정 
(엔진룸 , 외장) 

3차 공정 
(차량 하부, 엔진) 

크레인  특허기술  

4차 공정 
(실내부품 ) 

차피 압축 

인선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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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 1로 155

홈페이지 : www.e-jungil.co.kr

전       화 : 031-432-4781

이  메  일 : jungileng@hanmail.net정 현 규

 

 

○고형연료를생산하기위하여는수분을제거하기위해건조기를사용해야했던것을연료를
사용하지않고공정상건조시켜연료를생산하는기술

○관련기술    

1.   파쇄기, 분쇄기, 성형기 관련 기술인증녹색인증/ K마크(3건)/ CE인증(3건)/실용신안(4건)/특허(11건)/

디자인특허(3건)/기술임치(5건)

○개발사업참여

-   2014년 ~ 2016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 설비 및 시스템 개발(주관기업)

○최근납품실적

품 명 납 품 처

가연성폐기물
수원시 /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 삼호환경기술(주) 

/ (주)TSKWATER-아산 / 청그린

매립지폐기물
㈜이도-인천 청라2구역 / ㈜이도-인천 청라 5구역 /  

㈜이도-부산 명지지구 / ㈜아메이즈 (일본수출)

 

가.지속적인연구개발관리연구과제성과를바탕으로가연성폐자원뿐만아니라매립폐자원
연료화라인연구개발

나.역량강화-전처리설비플랜트엔지니어링-끊임없는기술개발로인증(K마크,녹색인증,
특허/실용신안/기술임치등)-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및품질혁신지도사업추진

다.해외영업및수주실적강화중국외해외시장수출증진계획(2016년8개국이상/현지시장
및환경조사등준비중)해외경쟁사의대응방향:품질안정화전략,제품의모듈화,동종업계
기술지원과에이전트계약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제이에스티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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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남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홈페이지 : www.kc-enviro.com

전       화 : 061-685-4148

이  메  일 : 

○폐자원소각,폐열(스팀)재사용

    폐기물      →     전처리      →       소각     →   폐열보일러(스팀)

 

○폐자원재활용,폐열(스팀)재사용

    폐기물  →  고형연료(SRF) 생산  →  소각  →  폐열보일러(스팀)

○촉매재제조

 

   폐촉매  →  전처리  →  활성물질 함침  →  건조&소성  →  신촉매

○폐수처리

○폐유재활용

○환경보호를위한매립최소화를목표로안전한폐기물및폐수중간처리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활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촉매,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 폐농약

-   사업장일반/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폐합성고무, 폐목재, 오니, 폐촉매 폐흡수/

흡착제 외

○자원의재활용을위한폐기물및폐유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 폐촉매(발전소,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기타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SCR폐촉매)의 재활용

- 절삭유의 재활용

○조직의통합을통한전문성확보

-   폐자원 소각 및 재활용을 하는 3개회사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를 합병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내적 표준화(약품 사용량 등)를 통한 사업전문성을 확보

    

○사업모델의확대

- 폐촉매 재제조 등 꾸준한 기술개발로 신사업영역 개척

- 내적표준화를 통한 O&M시장진입 및 기술의 전파

   

○사업영역의확대

- 베트남 폐기물 처리업체인 Phuc Loi사와 합작협약

- 현지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전략국가로 삼아 사업영역을 확대

이 강 욱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케이씨환경서비스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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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로 496번지

홈페이지 : www.forcebel.co.kr

전       화 : 031-355-0006

이  메  일 : forcebel@hanmail.net나 경 덕

 

 

○생활폐기물전처리시스템(MechanicalBiologicalTreatmentSystem)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7~’10) 통합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MBT System

-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자원화 및 에너지화가 가능한 물질별로 선별/분리하여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매립량을 감소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순환형매립지정비시스템(SustainableLandfillReclamationSystem)

-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11~’13) 통합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SLR System

-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폐기물을 굴착ㆍ선별하여 재활용 및 에너지화 하는 과정을 거쳐 매립장을 

순환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신규매립장 건설비용 및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매립폐기물선별시스템(SUPEXSystem)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2~’05) 통합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SUPEX System

-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선별물은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함으로서 

매립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매립부지는 택지 또는 공공시설 활용하여 토지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건설폐기물연료화시스템(C&DWastetoEnergy&RecyclingFacilitySystem)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04~’05) 으로 개발된 CWERF System

-   건설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화 및 에너지화가 가능한 

물질별로 선별ㆍ분리하여 폐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술

○재활용선별시스템(MaterialRecoveryFactorySystem)

-   가정에서 분리되어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종류별 자동선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기술분류 적용분야 활용실적

MBT System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 무주ㆍ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

SLR System
매립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및 매립장의 순환적 사용
- 북제주군 동부위생매립장 정비사업
- 평창 대화위생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 외 8건

SUPEX System
비위생 매립장 토지복원 /

택지개발 지역 매립폐기물 선별 등
- 전주서부 신시가지현장 매립폐기물 선별공사
- 여수시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외 78건

CWERF System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생산 등 - 도로 공사용 순환골재 생산기술 설치공사 외 6건

MRF System 재활용폐기물 봉투파봉 및 자동선별 -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주)포스벨은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에너지화분야의 선별시스템을 연구ㆍ개발하여 제작ㆍ상용화하는 환경플랜트 

종합회사로 국내ㆍ외 약 100여건 이상의 사업화 실적 및 기술 Know-How 보유

사업화 실적 및 기술 Know-How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 성상 등에 따라 맞춤식 설계가 가능한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종합플랜트 개발

일본 재해발생지역의 폐기물 선별처리 사업과 매립장 문제와 폐기물 처리문제가 심각한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미국, 브라질 등 중남미, 등으로 폐기물 선별시스템 수출을 위한 해외사업을 가속화 할 계획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확대로 한국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스템

국내(무주ㆍ진안군) 일본(미야기현)

순환형매립장정비시스템

포스벨



에이치플러스에코 오이코스 에코필 (주)동명엔터프라이즈대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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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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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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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를공급하여오염토양으로부터오염물질을탈착분리,제거하는기술

- 오염물질 투입, 열탈착(로터리 킬른), 배기가스 처리 3단계 공정

- 탈착(기화)된 오염물질(유증기)는 2차 산화실에서 이송되어 처리

- 2차 산화실의 고온의 공기는 공랭식, 수냉식 열교환후 백필터를 거쳐 대기로 배출됨    

○관련환경신기술·특허

- 환경신기술1 : PCBs 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가철 첨가형 아임계수 조건 처리장치

-   환경신기술2 : 세립질 유류오염토양의 열탈착 공정에서 분진성형/비접촉 열교화 정화토양 냉각장치를 이용한 

비산먼지 저감기술

- 토양·지하수 관련 특허 22건

○고농도오염토양정화

- 생물학적, 화학적 정화처리가 어려운 고농도의 유류오염물질(TPH) 정화처리

- 열탈착 정화는 농도와 관계없이 유류오염물질 99%이상 처리효율을 보임

○난분해성오염토양정화

-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벙커C유, 윤활유, PCBs, 농약 등 난분해성 오염토양 정화처리

○10년간토양관련전체실적704억원중열탈착관련17건243억원실적

- 저유소 벙커C유, 폐기물매립 부지 폐유·윤활유·벙커C유 등 복합유류 오염토양 처리

-   정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으로(투입~정화까지 약 30분) 현재 토양정화 기술중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지속적기술개발

-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국가연구과제(GAIA PROJECT) 참여로 처리 기술개발 및 특허, 환경신기술 등록

- 연평균 연구개발 분야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2%로 토양·지하수 정화기술 개발을 지속 발전

○국내시장

-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반환미군기지 LPP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약 4,200억의 규모로 발주됨에 따라 토양·

지하수 분야 적극 참여

-   반출정화시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시설규모 확대 (여주, 군산, 예산 반입정화시설 

운영중)

○해외시장참여

-   열탈착 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및 적극 공략

-   2016년 중국환경회사(Yonker)에 이동식 열탈착설비 수출

-   2012~2013년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과제 참여 (베트남 토양특성에 적합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 

오염지역)

-   2015년 쿠웨이트 원유 오염토양 정화타당성 조사 참여(열탈착 설비 현지설치 및 실증실험 수행) 

-   FED(미극동공병단) 환경분야 조달업체 등록

김 주 엽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열탈착 설비 >
< 중국수출 > < 쿠웨이트 실증실험 >

< 열탈착 설비 > < 반입정화시설 >

대일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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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전극배열동전기정화기술(녹색기술인증:제GT-12-00192호)

- 2차원적 전극배열에 의한 동전기 기술을 이용하여 불소오염토양 및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방법

- 정화효율의 증진 및 전기에너지 소요 비용의 절감 등 향상된 효과를 얻음

○ATG(자동누유감지시설)

- 환경부 GAIA Project를 통한 국산화 개발(환경신기술 : 제416호)

- 탱크 누유감지와 재고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 네트워크 기능으로 실시간 원격관리 / 내장형 프린터로 편리한 출력기능

○별내지구토양오염정화사업

-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사업비 : 약 42억원

- 공사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9월

○자동누유감지기설치공사

- 발주처 : 국방부 전라시설단

- 사업위치 : 전라지역 군부대 일체

- 총사업비 : 약 2.5억

- 공사기간 : 2013년

○행당구역도시개발사업토양오염정화사업

-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사업비 : 약 88억원

- 공사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11월

○자동누유감지기설치공사

- 발주처 : 국방부 충청시설단

- 사업위치 : 충청지역 군부대 일체 

- 총사업비 : 약 4.6억

- 공사기간 : 2013년

○M&A/MOU

- 토양정화 및 기타사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M&A 진행 (국내/국외)

- 동명 & KEITI를 통한 신규 인력 양성 및 채용 (MOU)

○R&D

- 국제 현지 실증화 (대만)

- GAIA Project (국내)

- 배송관 누출모니터링 장치 개발 (국내)

○해외진출및글로벌시장확대

- 싱가폴 호수 퇴적오염토양 정화공사

- 쿠웨이트 원유 오염토양 정화공사

토양오염정화사업 자동누유감지기설치공사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동명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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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천공고압주입공법(In-SituHighPressureInjection)

-   부지내(In-Situ)에서 열분해 산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토양내 전기가열과 노즐이 장착된 로드를 지반에서 

직천공하여 세정제, 산화제를 토양에 고압주입하여 유류오염 불포화 토양정화하는 신기술(환경부 신기술인증 

368호)

-   전기저항 가열법을 이용한 열처리와 직천공 주입공법을 이용한 화학적 산화의 융합기술을 확립하여 

토양정화기간을 최소화한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임

○열탈착법(ThermalDesorption)

-   오염토양 내의 유기오염물질을 휘발ㆍ탈착시키는 기법으로, 배가스는 가스처리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법

-   투입된 오염토양을 회전형 로터리 로에서 교반시키며 연소하는 방식으로 슬러지나 액상함유 폐기물 등 난분 

해성 폐기물 처리에도 적용가능

○토양세척법(SoilWashing)

-   토양 내에 오염물을 세척수와 기계적 마찰력을 이용하여 미세토양과 액상으로 이동ㆍ분리시켜 처리하는 

공법으로 모든 오염토양을 물리, 화학적으로 정화시키는 광범위한 적용성을 지닌 기술임

- 자력선별, 비중선별, 부유선별을 혼합하여 복합오염과 미세오염물까지 제거가능

○토양경작법(LandFarming)

-   토양 내 유기성 오염물질을 호기성 생분해 조건에서 제거하는 기술로 토양 내 미생물의 활성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분해 공정으로 공정부산물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임

-   당사에서 직접 개발 생산된 유류분해 미생물을 적용하며, 수시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효율 저감시 화학적 

산화처리로 연계하여 적용 가능함

○직천공고압주입공법

- GS칼텍스 인천저유소 인천 B지역, Unit#1, 2지역 

- 대한송유관공사 칠곡군 석적면 반계리 일대 토양정화공사 

○열탈착법

- 한국환경공단 TKP 폐쇄저유소 환경오염정화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LPP 반환미군기지 1-2공구 토양정화사업 

○토양세척법

- 한국환경공단 (구)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1공구 토양정화사업

-  삼성물산 J/V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사업개발부지 중금속오염 토양정화용역

- GS칼텍스 인천저유소 토양오염정화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구)도하단 토양정화사업 용역 

○토양경작법

- 한국환경공단 TKP 폐쇄저유소 환경오염정화사업

- 한국환경공단 인제 OO지역 토양오염정화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LPP 반환미군기지 1-2공구 토양정화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123유류중대 토양오염 정화사업

○토양ㆍ지하수정화분야

-   THE SOIL R&D Center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 토양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정화사업 및 환경컨설팅 

분야 등 세계 환경기술 시장의 Global Top-Tier 도약을 위한 해외 Network 형성과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쿠웨이트 국영 석유기업인 KOC의 사전입찰자격심사(PQ) 통과하였으며, 이집트 ERC 토양정화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함 

○신재생에너지분야

-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GS칼텍스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ㆍ폐기물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기타환경분야

-   사업추진 분야 다각화를 위하여 환경플랜트, GAINA(친환경 페인트), Smart Farm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사업을 

추진 및 진행 중임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이천THESOIL전경및R&DCenter

이천THESOIL보관동및정화동

에이치플러스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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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역학적(동전기)토양정화기술

- 발전소 주변, 휴/폐 금속광산 및 폐기물, 산업단지, 군부대 등 중금속 및 유기물의 동시 처리 가능

- 유기물로 오염된 토양, 산성토양, 점토성 토양 등 타 공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오염 토양 정화 가능

○생물학적토양정화기술

-   기존 정화기술로 적용이 어려웠던 난분해성 유류오염 지역(폐 윤활유 오염지역, 석유/전자 산업단지 등)의 

정화가능

- 유류분해 미생물의 탄화수소 섭취기작을 이용한 토착 미생물과의 상호 연계성을 증진시켜 극대화한 기술

○물리화학적토양정화기술

- 유류 및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 세척 기술

- 고농도 유류 및 원유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열탈착 기술

○중금속/무기물제거를위한전기역학적정화기술

-  건설현장, 산업단지, 군부대, 재개발 단지등 과거 매립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중금속/무기물로 오염된 토양에 

전기역학적 정화기술을 적용하여 정화 완료 

-  대용량의 반입처리장(서산 및 양주)을 설치하고 전기역학적 정화기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금속/ 무기물 

오염토양의 전문적인 정화

- ‘구 장항제련소’ 오염부지 비소오염토양 정화 

○유류분해미생물배양및대량생산시설운영

- 유류분해 미생물제제의 대량생산 노하우와 배양시설운영으로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

- 토양경작공법에 유류분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운영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2-2공구 유류오염토양 정화

- 주한미군 기지 Camp Casey 유류오염토양 정화

- 기타 산업단지 및 주유소 오염토양 복원

- 쿠웨이트 현지 원유 오염토양에 생물학적 처리공법 적용 및 기술현지화 개발

○국내환경시장개척

- R&D 연계한 지속적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광해방지사업 분야 토양오염 사업 진출을 통한 영업활동 영역확대 

○해외환경시장개척

- 인도네시아 원유오염토양 부지 복원 사업 진출을 통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

- 쿠웨이트 NCC사와 합작법인 연구소를 통한 정화기술의 현지화 및 중동시장 진출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생물학적정화공법을적용한쿠웨이트세척설비

동전기정화설비및유류분해미생물대량배양설비

에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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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생물학적정화기술

- 유류분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토양을 생물학적으로 정화하는 기술

- 자체 유류분해 미생물 보유 : 21종

- 분해 미생물 개발, 시설물 설치, 정화 엔지니어링 기술 보유

○오염토양물리화학적정화기술

- 유류 및 중금속 오염토양 세척기술 : 환경신기술 290호

·유류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물, 강산 또는 강염기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분리하여 정화하는 기술

- 고농도 유류오염 열탈착 정화기술 : 환경신기술365호, 녹색기술GT-12-00054호

·고농도로 오염된 유류성분을 열을 이용하여 탈착/정화하고, VOCs 성분은 RTO에 의해 처리하는 열적 정화기술

- 시설물 지역 지중정화 기술

·   토양에 관정을 설치하여 지중으로 미생물, 산화제, 고온공기, 스팀, 마이크로버블 오존 등을 주입하여 오염 

물질을 휘발, 탈착, 분해시키는 공정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정화기술을 이용하여 오염토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입처리시설 보유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834번지

부지현황
전체면적 9,903㎡

(보관시설 3,672㎡, 처리시설 600㎡)

반입용량

보관동 18,506㎡
(3,672㎡ ×5.6m ×0.9)

처리동 1,080㎡
(600㎡ ×3.0m ×0.9) 

○적용분야

- 유류, 중금속 등 환경오염 정화분야

- 반환미군기지, 군부대, 정유시설, 산업단지 환경오염 등 

○활용실적

○전세계 토양오염 복원시장의 규모는 약 280조로 추정되며 중국 및 중동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함에따라3년뒤약60조원의시장규모가형성될것으로전망

○쿠웨이트토양정화시장에진출을목표로현재쿠웨이트국영기업KOCPQCat.58호(Soil
RemediationServices)및KOCPQCat.59호(OBMCuttingTreatment)협력업체등록

○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하여시장맞춤형기술개발추진

○국내대규모정화사업추진과해외중저가틈새시장공략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토양세척정화기술,환경신기술 열탈착정화기술,환경신기술,녹색기술

·총사업수 : 167건

·국내 최초 토양정화 사업 수행(문현)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 정화사업 조사/설계/시공(인천)

·단일 규모 최대 중금속 정화사업 수행 (화북)

·  국내 최대 토양정화 사업 설계,중금속 세척장치 제작 및 납품

① 반환미군기지(LPP) 환경오염 정화사업

③ 인천 OO물류센터 오염토양 복원사업

(국내 최대 부지개발 오염토양 복원사업)

⑤ 전주 OO 비위생매립지 복원사업

(국내 최초 턴키비위생매립지 복원사업)

⑦ 쇄송유관로(TKP) 오염토양 복원사업

⑨ 부산 문현지구 육군 구2정비창오염부지 복원사업

(국내 최초 Full-Scale 토양복원사업)

② 수색차량사업소구내 토양정화사업

④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양 복원 실시설계 및 중금속 세척장치제작 

(국내 최대 역세권 오염토양 복원사업)

⑥ 부항 다목적댐 건설공사 폐광산 오염 토양 복원사업

⑧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 복원사업 

(국내 최초/최대규모 중금속오염 토양 정화사업)

⑩ 부산역 구내 오염부지 복원사업 

(국내 최초 열차 운행선로 오염토양 복원사업)

오이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