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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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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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72,000톤/일)

○하/폐수 재이용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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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무방류 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 system)

- 동희오토 폐수처리장 재이용 시스템(528톤/일)

○수처리 통합 솔루션 제공(컨설팅, 설계, 시공, 시운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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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대성

- 수요처별 특성에 맞춘 고객 지향적 솔루션 제시 

○해외프로젝트 경쟁력 강화

- 국제기구/해외업체 Vendor 등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요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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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정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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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MBR(Membrane Bi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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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재이용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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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무방류 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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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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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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발전, 석유화학,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순수/폐수처리, 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시스템, 멤브레인, O&M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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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발전소 수처리 설비 

-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화력 발전소

- UAE Barakah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 염색, 석유화학 폐수처리 설비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설계 및 시공 (128,000톤/일)

- 베트남 염색공단 (20,000톤/일)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1,900톤/일)

○폐수 재이용 설비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20,000톤/일)

- 태안 / 당진 / 보령 화력발전 (각 1,440톤/일)

○해수담수화 설비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28,000톤/일)

- 우루과이 복합화력 발전 (7,000톤/일)

- 모로코 복합화력 발전 (7,000톤/일)

- 삼척 화력 발전 (4,200톤/일)

○주력 사업영역인 발전 外 전자,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수처리 사업영역 확대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 해외 Emerging 시장을 대상으로 산업용 및

    공공 상수/하수처리장 수주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 강화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이용/해수담수화 시장 적극 확대

○  친환경 기술인 ZLD (폐수 무방류) 시스템 사업역량 구축 및 폐수슬러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신 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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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SK하이닉스 폐수/재이용 설비 >

< 베트남 TMTC 염색공단 순수/폐수처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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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홈페이지 : www.samjinvalve.com

전       화 : 042-672-3600

이  메  일 : thjeong@sjv.co.kr

○독립형 정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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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 정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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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 정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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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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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독립형 정수장치 >

< 가압부상설비 상부 모습 >

가동 전(좌) 가동 후(우)

가압부상설비에 의해 물속의 고형물질이 

떠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

< 가압부상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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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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용 필터(양전하 부가 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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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필터(GF카트리지/원자력발전소용 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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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부직포(경량화 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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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용 필터(양전하부가 필터)

- 가정용 정수기 필터

- 휴대용 물병 및 Pitcher type 

- 국내ㆍ외 정수기 제조업체 공급 중

○산업용 필터(GF카트리지/원자력발전소용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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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필터로 활용

○첨단 부직포(강화 경량소재 및 흡음재, 복합소재 등)

- 자동차용 내외장재

- 건축물 흡음재, 단열재 등으로 적용

- 완성차 업체에 Under body cover 용 강화 경량소재 공급 개시

○Health Care 가전 및 정수용 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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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부직포(강화 경량소재 및 흡음재, 복합소재 등)

-   자동차용 내외장재 공급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협업하여 시장 

확대방안 모색

-   건축물 흡음재 및 단열재 개발에 따른 신제품 출시

한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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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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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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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폐수 총인 및 총질소 동시제거 고도처리시스템(IPRTM PROCESS and IPNRTM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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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황폐수 고도처리용 난분해성 COD 제거기술(IEOTM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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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여과 시설

-   고도 수처리를 위한 분리막 여과시설

-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 설계 및 시공

○흡착전기산화 유기오염물질 고도처리기술(IODC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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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 농축연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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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산화시켜 무해한 가스로 처리

○총인처리 및 총질소 동시제거 고도처리시스템 

- 전국 하수처리장 100개소 설계 시공

- 대구달성 폐수종말처리장 (25,000톤)

- 다수의 민간부문 폐수처리장 설계 시공

○탈황폐수 고도처리용 난분해성 COD 제거기술

- 하수고도처리 시설

- 발전소 폐수 (탈황페수 포함), 광산폐수, 의약제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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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으로 사업진행

○막여과 시설

- 영등포막여과 시범정수장(가압식), 처리용량 12,500톤/일

- 동외 정수장 막여과시설 공사

- 가압식 분리막 통합플랜트 전처리설비 공사 와 다수 실적보유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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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처리 및 총질소 동시제거 고도처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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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황폐수 고도처리용 난분해성 COD 제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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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전기산화 유기오염물질 고도처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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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2017 우수환경산업체“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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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Waste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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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의 적용분야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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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하·폐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미래형 하수처리장 ‘Tomorrow 
Water Proce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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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수처리 기술 선도

○미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물 재이용’을 통한 ‘Smart Water City’ 실현

정 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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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 >

< 인천시 송도 하수 재이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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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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Biore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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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static Fume Collector; 습식전기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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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미스트를 회수하여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시적인 백연저감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연소장치)

- 축열식 연소기술로 배기가스 중 VOC가스를 처리하는 기술

- 고농도 CO
2
 포함 배기 가스 연소 가능, 연소 후 CO

2
 회수/ 재활용

○HBR(High-load Bioreactor ; 고농도 독성, 고염분 폐수 고온호기성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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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static Fume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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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연소장치)

- 석유화학공업 등 VOC를 포함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분야의 배출가스 처리 

- SKC,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 완료된 기술의 적극적인 사업화 연계

-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사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채용 확대

- 구성 인력의 90% 이상이 엔지니어로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

- 매년 약 10% 수준의 전문인력 채용

○수출사업화 확대

- 국내 적용으로 검증된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진행

-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환경시장 적극적으로 개척

황 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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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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및 VOCs제거/정화용 친환경 필터 및 장치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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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실험실안전예방관리시스템(LSPMS)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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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국가 연구실안전정책에 부합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사업 참여

- 국립대학, 정부출연(연), 식품의약안전처 등 공공기관 조달 납품

○시약관리형 안전시약장, 지능형 유해가스정화장치 등의 수출

- 중국, 중동, 터키 등 15개국에 수출

- 중국 현지 법인 활용을 통한 수출 전략 사업 수행

○실험실 안전 장비의 신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 미래창조과학부 실험실 안전산업 신시장, 신산업 발전 전략과 동행

- 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제품 고도화

○스마트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생산 공장 및 체험관 신축

- 바이어들의 직접 체험을 통한 우수 제품의 수출 주도 전략

-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의료용, 사무실용, 건축용 필터 소재 활용으로 제품 군의 다각화, 집적화

- 호흡기 증후군, 새집 증후군 대비용 사물인터넷 기반 장비 제조

- 항바이러스 필터용 소재 적용

강 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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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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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약안전예방관리시스템(RSP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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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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염 촉매 열산화 소각설비(Flameless Catalytic Thermal Oxi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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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Exchange Scrub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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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염 촉매 열산화 소각설비(Flameless Catalytic Thermal Oxi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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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Exchange Scrub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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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전략 및 시장 확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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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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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무화염촉매열산화설비 > < 이온교환스크러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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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 큐브 12층

홈페이지 : www.kc-cottrell.com

전       화 : 02-320-6114

이  메  일 : 

○전기집진기(ESP, Electrostatic Precipit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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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의 적용분야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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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미세분진(PM2.5 혹은 TSP) 이슈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의 분진제거 리더 기업으로서 정부 산하기관 및 대형 발전소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를 다수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세분진은 단순히 분진만의 문제가 아닌 2차 생성 물질(aerosol) 문제로써 기존 전기집진기 
성능 개선 뿐 아니라 SO₃를 제거할 수 있는 추가 설비도 보강 되어야 합니다.

○  이상 기존발전소와 그린필드에 각각 알맞은 설비를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현지 법인과 협력하여 미세분진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 소형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의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미래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서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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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전기 집진기 구조 >

< 가스처리 설비 개통도 >

❶당진화력발전소 

❷Hinta 화력발전소, 대만

❸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 

❹태안화력 7,8호기

❺삼척 그린파워 

❻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❶

❺

❷

❻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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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 고양 일산동구 동국로 286

홈페이지 : www.insunmotors.co.kr

전       화 : 031-961-4600

이  메  일 : dwchun@insun.com

○자동차 해체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CO2)를 최소화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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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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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환경시장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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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자동차 애프터마켓분야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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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중고부품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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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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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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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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76

홈페이지 : http://www.daeilenc.co.kr

전       화 : 02-581-2502

이  메  일 : newcorea@daeilenc.co.kr

○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탈착분리, 제거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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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환경신기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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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오염토양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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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탈착 정화는 농도와 관계없이 유류오염물질 99%이상 처리효율을 보임

○난분해성 오염토양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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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토양관련 전체 실적 704억원 중 열탈착 관련 17건 243억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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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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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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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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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탈착 설비 >
< 중국수출 > < 쿠웨이트 실증실험 >

< 열탈착 설비 > < 반입정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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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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 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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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처리

○폐유 재활용

○환경보호를 위한 매립최소화를 목표로 안전한 폐기물 및 폐수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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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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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제 외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및 폐유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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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삭유의 재활용

○조직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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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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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모델의 확대

- 폐촉매 재제조 등 꾸준한 기술개발로 신사업영역 개척

- 내적표준화를 통한 O&M시장진입 및 기술의 전파

   

○사업영역의 확대

- 베트남 폐기물 처리업체인 Phuc Loi사와 합작협약

- 현지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전략국가로 삼아 사업영역을 확대

이 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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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6층

홈페이지 : www.enbiocons.com

전       화 : 02-3151-9800

이  메  일 : 52sobagi@naver.com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관련 국내특허 8건, 해외특허 1건)

- 점성이 강한 하수슬러지 특성을 고려한 건조 MECHANISM

- 슬러지 건조 비표면적 증가로 수분 제거 효율 탁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련 국내특허 3건)

- 부양식 열풍건조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식 사료화 MECHANISM

- 별도의 탈취장치 없이 악취공기를 건조기 연소공기로 이용하여 효과적처리

○저급석탄 개질 (관련 국내특허 2건, 해외특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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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석탄의 운반과 개질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법특성상 대용량 생산 가능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2단계시설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1,000톤 처리하는 시설

- 전국 최대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시설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 부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550톤 처리하는 시설

- 직접건조와 간접건조의 2단계 건조공법으로 연료사용 절감

○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1일 20톤 처리하는 시설

- 건조기전단에 전기침투탈수기를 설치하여 연료사용 절감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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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 지역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전조건 확립

- 지자체별 노후된 처리시설의 대체시설로서 국내 시장 공략

○저급석탄 개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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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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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활용실적

주요기술 및 특징

향후 발전전략

< 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 >

< 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

< 구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