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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ECIEX2022)

2022. 9. 29.(목) ~ 9. 30.(금), 2일간

-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 5개 세션, 약 20개 주제 발표

- Global Zone : 7개 세션, 약 30개 주제 발표

- 규모 : 참가기업 35개사 49부스, 약 1,000여명 참관예정

- 품목 :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집중전시

www.eciex.kr

공공구매 상담회·채용·투자유치 상담회, 환경산업시찰 등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 B, C홀

* A홀 컨퍼런스 / B홀 전시장 / C홀 전문상담회 및 채용상담회

구  분 내     용

주요 발표 주제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동향, 해외 환경산업 진출 전략,

탄소중립포럼, 탄소중립 미래 유망기술, 환경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개도국 환경기술 기반 국제협력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세미나 등

구  분 내     용

주요 전시품목

수처리, 비점오염 저감시스템, 수질 및 대기 측정기기, 음식물처리기, 

산업용 송풍기, 악취방지설비, 대기오염방지기기, 태양광 조명, 친환경 

제설제, 폐기열 회수 시스템, 수소저장카트리지, 재활용품 수거기,

무냉매 열전 냉온풍기, 바이오연료 히터, 친환경 제품, 정책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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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Overview

N a m e

H o s t

D a t e

Organizers

Conference

Exhibit ion

W e b s i t e

Simultaneous 
e v e n t

S p o n s o r s

V e n u e

Environmental Technology & Carbon Neutrality Industry Confex 2022 (ECIEX 2022)

Sep 29(Thu) ~ 30(Fri), 2022 / 2 days

- Environmental Technology & Carbon Neutrality Industry Conference: 5 sessions, approximately   

   20 presentation topics

- Global Zone: 7 sessions, around 30 presentation topics

- Scale: 49 booths of 35 exhibitors, about 1,000 visitors

- Exhibits: Focused exhibition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carbon neutrality sectors 

www.eciex.kr

Public purchasing consultation meeting, hiring and investment promotion consultation meeting, 

environmental industry site visit, etc.

Songdo Convensia Premier Ballroom Hall A, B, C

* Hall A Conference / Hall B Exhibition / Hall C Business and Recruitment Meeting

Category Description

Main

presentation

topics

Policy trends for environmental industry and carbon neutrality, overseas 

environmental industry entry strategy, carbon neutral forum, promising 

future technology for carbon neutrality, nurturing and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environmental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seminars on the installation of preventive facilities 

in small businesses, etc.

Category Description

Main

exhibition

products

Water treatment,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system, water quality 

and air measuring device, food waste processor, industrial blower, odor 

prevention equipment, air pollution prevention device, solar lighting, eco-

friendly snow remover, waste heat recovery system, hydrogen storage 

cartridge, recycling machine, no refrigerant thermoelectric cooling and 

heating fan, biofuel heater, eco-friendly product, policy promo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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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환경산업&탄소중립의 미래

2022.9.29.(목)~9.30.(금)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

주 최 / 주 관

일 정 / 장 소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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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목) 발표주제 소속 발표자

[개회식]

10:00~10:20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GCF의 지원 GCF
Vladislav Arnaoudov 

ㅣQuality Assurance and M&E Specialist 

10:20~10:40 개회식

10:40~11:00 휴식 및 네트워킹

[초청강연]

11:00~11:20 UNDP의 2023-2025 전략 계획 프로그램 방향 UN개발계획 아태사무소 김영우 | 환경자문관

11:20~11:40 UN CTCN 소개 및 한국 네트워크 협력 
유엔환경계획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협력연락사무소
김제원ㅣ역량강화와 파트너쉽 전문관

11:40~13:00 휴식 및 네트워킹

[세션 1]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동향

13:00~13:20 환경관련 인증제도 환경부 이상수 |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

13:20~13:40 해외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동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승민| 해외사업개발실 선임연구원

13:40~14:00
인천환경강소특구:  

환경/기후기술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발굴
인천대학교 이희관 | 도시공학부 교수

14:00~14:20 휴식 및 네트워킹

[세션 2] 해외 환경산업 진출 전략

14:20~14:40 해외기술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지원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김효엽 

 | 연구개발인증본부 선임연구원

14:40~15:00 페루에서의 환경분야 투자기회 UNIDO ITPO Korea  
David Alfredo Diaz Lazo |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or 
in Peru

15:00~15:20 휴식 및 네트워킹

[세션 3] 인천탄소중립포럼

15:20~17:30

해외탄소중립 노력과 시사점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구자상 |  공동대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한 추진전략 
및 기술 적용

인천도시공사 윤세형 |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연료전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미래엔인천에너지 오상철 | 사업개발팀 부장

포럼 종합 토론

(좌장)
인천탄소중립포럼

(패널)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인천환경교육센터
한국가스공사
인천경실련

(좌장)
이동형 기획위원회 위원장

(패널) 
김대오 정책기술위원장 

이미숙 사무국장 
배경석 인천기지본부 부장 

김송원 사무처장

9/30(금) 발표주제 소속 발표자

[초청강연]

10:00~10:30
Capturing change – 

the CCS outlook in a politically uncertain world
Rystad Energy

Yvonne Lam  
| VP & Head of CCUS Research

10:30~11:00 탄소중립 국내외 주요 이슈와 산업계 대응 세종대학교
전의찬  

|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

[세션 4] 탄소중립 미래 유망기술

11:00~11:30
스마트센서 및 시뮬레이션 기반 

하·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모니터링
(주)유앤유 유광태 | 대표

11:30~12:00 생활폐기물 처리 저온열분해 가스화로 개발 ㈜보국에너텍 임영택 | 이사

12:00~12:30 환경개선 모빌리티 로봇으로 ESG 달성 사례 공유 ㈜쉐코 권기성 | 대표

12:30~13:30 휴식 및 네트워킹

[세션 5] 환경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13:30~13:50 환경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주현 | 기업육성실 실장

13:50~14:10 탄소중립기술 특허동향 및 개선안 특허청
김대영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사무관



Environmental Industry & Carbon Neutral Future for a Sustainable Tomorrow

Sep 29(Thu) ~ 30(Fri), 2022(2 days) / Songdo Convensia Premier Ballroom A

2022 Environmental Technology & Carbon Neutrality Industry Conference

HOST/ORGANIZERS

D A T E / V E N U E

T O P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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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Thu) Presentation Topic Organization Speaker

[Opening Ceremony]

10:00~10:20 GCF Support for Climate Technology Transfer GCF Vladislav Arnaoudov 
ㅣQuality Assurance and M&E Specialist 

10:20~10:40 Opening Ceremony

10:40~11:00 Break and Networking

[Invitational Lecture]

11:00~11:20 UNDP's Programming Directions 
for the 2023-2025 strategic plan UNDP Bangkok Regional Hub Young Woo Kim

ㅣ Environment Advisor

11:20~11:40

Introduction to UN CTCN, 
its enga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 Korean Networkmembers, 
and the PALO launch

UNEP CTCN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Jeawon Kim
ㅣCapacity Building and 

Network Engagement Specialist

11:40~13:00 Break and Networking

[Session 1] Policy Trends for Environmental Industry and Carbon Neutrality

13:00~13:20 Environment-related Certification 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Sang Su Lee  

| Green Industry Innovation Division Deputy 
Director

13:20~13:40 Trends in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and 
Carbon Neutrality

Korea Envi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Seungmin Ryu  
| Overseas Business Office Senior  

Environmental Specialist

13:40~14:00

Incheon Environment Innovation Cluster:  
Environment & Climate Technology Infrastructure 

Build  
and R&BDs Potential Developm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eekwan Lee | Environmental Engineering 
Professor

14:00~14:20 Break and Networking

[Session 2] Overseas Environmental Industry Entry Strategy

14:20~14:40 Overseas technical regulation trends and company 
supports

Korea Energy Appliances Industry 
Association

Hyo Yub Kim  
| R&D Certification Dept.Research Engineer 

Senior Researcher

14:40~15:00 Environmen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Peru UNIDO ITPO Korea  David Alfredo Diaz Lazo |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or in Peru

15:00~15:20 Break and Networking

[Session 3] Incheon Carbon Neutral Forum

15:20~17:30

Overseas Carbon Neutral Efforts and Implications Climate Change Energy Alternative 
Center Ja-Sang Gu | Co-representative

Implementation Strategy and Technology 
Application  

for Sustainable Future City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Se Hyung Yoon |Future City R&D lab Director

Carbon Neutrality using Fuel Cells Miraen incheon energy Sangche0l Oh | Head of Department

Forum Discussion

(Chair)
Incheon Carbon Neutrality Forum

(Panel)
Korea Energy Trasition Coro. 

Incheon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Korea Gas Corporation

Inche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hair)
Dong Hyung Lee |Chairman of the Planning 

Committee
(Panel) 

Dae-oh Kim| CTO
Mee Sook Lee| Director 

Kyungsuk Bae| Head of Department
Song-won Kim| Secretary General

Sep 30(Fri) Presentation Topic Organization Speaker

[Invitational Lecture]

10:00~10:30 Capturing change – 
the CCS outlook in a politically uncertain world Rystad Energy Yvonne Lam  

| VP & Head of CCUS Research

10:30~11:00
Carbon-neut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Industry Response

Sejong University Eui-Chan Jeon  
| Department of Climate & Energy Professor

[Session 4] Promising Future Technologies for Carbon Neutrality

11:00~11:30 GHG Monitoring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based on Smart Sensors and Simulations UnU Inc. Kwangtae You  | CEO

11:30~12:00 Development of low-temperature pyrolysis gasifier 
for domestic waste treatment Boguk Enertec Inc. Young Taeck Lim |Director

12:00~12:30 Share ESG achievement cases with environmental 
improvement mobility robots Sheco Inc. Ki-sung Kwon | CEO

12:30~13:30 Break and Networking

[Session 5] Nurturing and Supporting SMEs in Environment Sector 

13:30~13:50 Environmental Industry Promotion Support Project 
Guide KEITI

Ju-Hyun  Cho  
| Divis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Office of Industry Promotion Office Director

13:50~14:10 Carbon Neutrality Patent Trends and Strateg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ae Young Kim  
| Chemistry & Biotechnology Examination 

Bureau, Environmental Technology 
Examination Division

Deputy Director, Patent Examiner



Global zone 

September 29(Thu) 2022, Room 113–115(1F)

September 30(Fri) 2022, Room 113(1F)

NU-KOREA Climate Traning Program

Sep 29(Thu) Key Content Speaker

13:30~13:45 Opening ceremony

 [Session 1] Environment Pollution and Mitigation

13:45~14:00  Air pollution and air quality monitoring Amgalan Natsagdorj (Mongolia)

14:00~14:15  Current status of air pollution in Panama city: monitoring, modeling and management Franchesca Gonzalez (Panama)

14:15~14:30  Effective environmental solutions require Inclusion and Integration Sirima Panyametheekul (Thailand)

14:30~14:45  Air quality monitoring in the lower Mekong region Peeranan Towashiraporn (Thailand)

 [Session 2] Wastes recycling/energy conversion and alternatives development

14:50~15:05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ment and disposal Pakistans perspective Wasimuddin Ghauri (Pakistan)

15:05~15:20  Recycling initiatives in the Philippines: waste to energy path Florencio C. Ballesteros, Jr. (Philippines)

15:20~15:35  BSF Larvae methane reduction program in Uganda David Mukisa (Uganda)

15:35~15:50  Applying circular economy thinking to the oil and gas sector in the KSA
Mohamed Elfleet (officially the Kingdom of  

Saudi Arabia)

15:50~16:05  Setting waste recycling Adel Abd Alla Soliman Tag eldin (Egypt)

16:15~16:30 Break Time

 [Session 3] Climate Change and Resilience

16:25~16:40
 Possibilities to strengthen equitable, resilient, and innovative 

 growth in Darkhan-Uul province
Mend-Amgalan Puntsagnamjil (Mongolia)

16:40~16:55
 Possibilities to strengthen equitable, resilient, and innovative 

 growth in Darkhan-Uul province
Mend-Amgalan Puntsagnamjil (Mongolia)

16:55~17:20  Climate change & environment  status-trend and  technology  need for Nepal Purna Chandra Lal Rabhandari (Nepal)

17:20~17:35
 Climate finance, green finance, greening of financial system,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developing country  finance needs
Kamlesh Kumar Pathak (India)

17:35~17:1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cheon innovation cluste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Mongolia 

17:15~17:30 Laos Singsavanh Singkvongxay (Lao)

17:30~17:45 Cambodia Chanmoly or (Cambodia)

17:45~18:00 Thailand Tassanee prueksasit (Thailand)

17:30~17:50 Plenary discussion 

Sep 30(Fri) Key Content Remarks

 [Session 4] Launch Seminar of INU-KOICA Climate Training Program INU-KOREA Climate Traning Program

13:30-13:45 Congratulatory remarks 1 INU-Vice president

13:45-14:00 Congratulatory remarks 2 Ambassador

 14:00-14:15 Congratulatory remarks 3 Ambassador

14:15-14:3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che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 Nu-Korea climate tranning program

14:30-14:50 KOICA SP Program introduction Yoona Choi (KOICA)

14:50-15:10 INU-KOICA CTP introduction Heechan Kang

15:10-15:30
Introduction of Innopolis cluster overseas  

cooperation Project
Heekwan Lee

15:30-15:50 Green climate fund(GCF) country readiness 

15:50-16:10 Environmental corporation SI project

16:10-16:15 Discussion and closing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city Based on  Environmental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Launch Seminar of INU-KOICA Climate Training Program

O R G A N I Z E R

O R G A N I Z E R

S P O N S O R

S P O N S O R

D A T E / V E N U E

D A T E / V E N U E

T O P I C

T O P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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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Fri) 2022, Room 114(1F)

September 30(Fri) 2022, Room 115(1F)

 A.NERGY

Incheon Green Environment  Center

Sep 30(Fri) Key Content Remarks

 [Session 5] Technical Workshop of AAQMaP A.NERGY

10:00-10:15 Event Overview Guide

10:15-10:30 Current Air Pollution Issues in Thailand Sirima Panyametheekul

10:30-10:45 Current Air Pollution Issues in Lao PDR khamhou TOUNALOM

10:45-11:00 Current Air Pollution Issues in Cambodia Or Chanmoly

11:00-11:15 Regional Air Quality Study and Management Young Woo Kim

11:15-11:30 Introducing the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NIER

11:30-11:45 Discussion and Closing

 [Session 6] Korea-Mongolia Collaboration on Air Quality Management A.NERGY

13:30-13:45 Event Overview Guide

13:45-14:00  Air quality analysis in UB or Mongolia Amgalan Natsagdorj

14:00-14:15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air quality monitoring Solongoo Munkhtur

14:15-14:30 UB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build KECO

14:30-14:45 Build air quality monitoring network KEITI

14:45-15:00 Discussion and Closing

Sep 30(Fri) Key Content Remarks

 [Session 7] Seminar on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Small Business Incheon Green  Environment Center

13:30-13:45 Registrati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Incheon-si, 
Gun, and Gu

13:45-14:00 Opening

 14:00-14:15
Discussion on small-scale progress and design (draft) for '22

Guidance on document review, on-site evaluation, completion inspection, etc

14:15-14:30
◦Meeting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Discussion on difficulties and design (draft) between small-scale progress)

14:30-14:50 Discussion and Closing

※ Timetable is changeable depending on circumstances

Technical Workshop of AAQMaP / Korea-Mongolia Collaboration on Air Quality Management

Seminar on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Small Business

O R G A N I Z E R

O R G A N I Z E R

S P O N S O R

S P O N S O R

D A T E / V E N U E

D A T E / V E N U E

T O P I C

T O P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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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도면 및 리스트

부스번호 기업명 전시품

E01 (주)쉘피아 친환경 굴껍데기 제설제

E02 (주)에이큐에이 항만 선박 대기오염배출량 수신기(PAQman)

E03 이노버스 페트병 수거기

E04 (주)안머터리얼즈 수소저장물질 패키지, 리튬금속배터리 음극재

E05 (주)유즈어스 텀블러 세척기 (텀블링)

E06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 사업단 소개 등

E08 ENVEX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E09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개도국 진출지원 컨설팅

E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위생매립,침출수처리,페자원에너지화,공원화

E12 인천테크노파크 센터 홍보 및 채용상담

E14 센트리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E15 벼리테크 수질검사시스템

E16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시험·검사 기관 홍보

E17 (주)대명에스코 저온 고효율 응축형 폐기열 회수 시스템

E18 (주)와이즈맥스 산업용 IoT가스모니터링 시스템

E19 (주)랜드로드 스마트 비점오염 저감시스템

E20 (주)성하에너지 무냉매 열전 냉온풍기

E21 뉴올터너티브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E22 대양이엔아이 악취방지설비(RTO), All-in-one VOCs 처리장치(ARECA-V)

E23 제이엘솔라디자인 태양광LED경관조명

E24 (주)세라컴 환경장치(CHF, 수소제거기)

E25 터보윈(주) 산업용 송풍기(터보블로워)

E26 (주)켄텍 미세먼지 및 가스측정기

E28 (주)대연씨앤아이 태양광,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E29 (주)우람 음식물쓰레기처리기

E31 (주)이엠텍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E32 정도테크(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E39 사전등록 이벤트 사전등록 이벤트

E40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홍보부스(인천e지)

E41 인천환경공단 환경기초시설 홍보부스

E43 대신엠씨(주) 캐스터크리너(위생관련 기계: 솔첵, 신발바닥세척기, 대차바퀴 세척용)

E44 (주)엘티에스 폐PET를 업사이클링한 흡음패널

E45 동문이엔티(주) 수질계측기

E46 (주)이피에스 폐기물 자원순환 을 위한 연속 열분해 기술

E47 (주)플린트랩 바이오연료 히터

E48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등 홍보

E49 ESG캠페인 ESG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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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Layout and List of Exhibitors 

Booth No. Name of Company Exhibition Product

E01 Shellpia. Co., Ltd. Deicer made from oyster shells

E02 Air Quality Associates Inc. Port vessel air pollution emission receiver (PAQman)

E03 Inobus Co., Ltd. PET bottle collector

E04 AHN Materials Inc. Hydrogen storage material package, lithium metal battery anode material

E05 UZUS Tumbler washer (tumbling)

E06 Incheon Seogu Innovation Cluster Introduction of project team, etc.

E08 ENVEX 44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E09 UNIDO ITPO Korea Consulting on entering developing countries

E10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Eco-friendly sanitary landfill, leachate treatment, waste resource energy conversion, park 

conversion

E12 Incheon Technopark Center promotion and recruitment consultation

E14 SENTRY Indoor/outdoor air quality measurement device

E15 Byoli Tech. Co.  Water quality inspection system

E16
Korea Environmental Measurements 

Institute CO., LTD.
Promo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

E17 DAEMYUNG ESCO CO., LTD. Low temperature, high-efficiency condensable heat exchange for the recovery of waste heat 

E18 WISMAX CO., LTD. Industrial IoT gas monitoring system

E19 LANDROAD Inc. Smart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system

E20 SUNGHA ENERGY CO,. LTD. Refrigerant-free thermoelectric cooling fan

E21 New-Alternative Environmen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E22 DAEYANG E&I CO., Ltd. Odor prevention equipment (RTO), All-in-one VOCs treatment equipment (ARECA-V)

E23 JLsolardesign Solar LED landscape lighting

E24 CERACOMB CO., LTD. Environmental device (CHF, hydrogen eliminator)

E25 Turbowin Co., Ltd. Industrial blower (turbo blower)

E26 KENTEK Inc. Fine dust and gas measuring device

E28 DAEYEON Convergence & Intelligence Solar power,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E29 WOORAM CO., LTD. Food waste processor

E31 Environment Management Technology Food waste reducer

E32 JUNGDOTECH CO., LTD. Food waste processor

E39 Event Booth Event Booth

E40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promotion booth (Incheon travel app)

E41 ENVIOR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Promotion booth of environmental basic facilities

E43 Daeshin MC CO., LTD. Hygiene equipments that “Cyclone Suction Mat”, “Shoe Sole Cleaner”, and “Caster Cleaner

E44 LTS Corp. Sound-absorbing panel with upcycled waste PET

E45 DONGMOON ENT CO., Ltd. Water quality measuring device

E46 EPS Continuous pyrolysis technology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E47 FLINT LAB INC. Biofuel heater

E48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Promotion of carbon neutral practice point system, carbon point system, etc. 

E49 ESG Campaign ESG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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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뉴올터너티브

(주)대명에스코

대신엠씨(주)

대양이엔아이

(주)대연씨앤아이

동문이엔티(주)

(주)랜드로드

벼리테크

(주)성하에너지

(주)세라컴

센트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쉘피아

(주)안머터리얼즈

(주)에이큐에이

(주)엘티에스

(주)와이즈맥스

(주)우람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주)유즈어스

이노버스

(주)이엠텍

(주)이피에스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환경공단

정도테크(주)

제이엘솔라디자인

(주)켄텍

터보윈(주)

(주)플린트랩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환경보전협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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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Exhibitors

New-Alternative

DAEMYUNG ESCO CO., LTD.

Daeshin MC CO., LTD.

DAEYANG E&I CO., LTD.

DAEYEON Convergence & Intelligence

DONGMOON ENT CO., LTD.

LANDROAD Inc.

Byoli Tech. Co.

SUNGHA ENERGY CO., LTD.

CERACOMB CO., LTD.

SENTRY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Shellpia. Co., LTD.

AHN Materials Inc.

Air Quality Associates Inc.

LTS Corp.

WISMAX CO., LTD.

WOORAM CO., LTD.

UNIDO ITPO Korea

UZUS

Inobus Co., LTD.

Environment Management Technology

EPS

Incheon Seogu Innovation Cluster

Incheon Technopark

ENVIOR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JUNGDOTECH CO,. LTD.

JLsolardesign

KENTEK Inc.

Turbowin Co., LTD.

FLINT LAB INC.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Korea Environmental Measurements Institute CO., LTD.

ENVEX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3ECIEX 2022



14 2022 환경산업 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

뉴올터너티브는 폐분체도료 및 기타 폐자재를 환경친화적인 

재생산 기술로 환경규율에 따른 합법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수거 

및 재생하여 펠릿으로 전환하고 이를 열병합 및 화력발전소의 

스팀/전력 에너지로 혹은 일반소비자에게는 주거/캠핑/산업

용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과 연구개발을 진

행 하고 있습니다.

New-Alternative has a business model that treats 
waste powder paints and other waste materials 
according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reproduction technology. 
The waste is col lected and regenerated and 
converted into pellets, and continuous produc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arried out 
so that it can be used as steam/power energy 
for cogeneration and thermal power plants or as 
residential/camping/industrial fuel for general 
consumers.

뉴올터너티브
New-Alternative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이 진 욱, 박 동 규 

2022년

2022

JIN-UK LEE,  DONG-KYU PARK

T E L 053-358-7704

F A X 053-359-2929

E - m a i l ehdrb5695@nate.com

불에 연소되기 위한 연료 목적으로 현재 분체 도색공장에서 

사용 후 남게 되는 폐도료와 기타 혼합 물질 (폐톱밥)을 첨가 

및 재생하여 4,460kcal/kg 발열량과 6mm*10mm 규격의 

품질이 일정하고 유해성분이 적은 펠릿(유기성고형연료)을 

생산합니다.

To produce pellets (organic solid fuels) with constant 
quality of 6mm*10mm and 4,460 kcal/kg(heating 
value) by adding and recycling waste paint and 
other mixtures (waste sawdust) left after use at the 
current powder painting plant.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제품소개



15ECIEX 2022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세부 업종 그린분야

1. 환경산업 : 지속가능 환경 자원 : 열 에너지 절약 및 회수기기 

제조.

2. 그린뉴딜 :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 폐열회수. 환경 지속

가능 : 환경보호 : 폐자원에너지

3.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코드(10차)에 따른 그린분야 업종 

소재 부품 장비산업 : 분류코드   29176

열 발생설비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열병합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 

에서 배출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저온 고효율 응축형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을 적용하여 20℃이하의 냉수를 급수 가열하여 

난방 급탕 보급수 및 농업 양식용 등에 사용하며 배기가스는 

50℃이하로  배출 하여 SOX 분진 수증기 등은 열교환 

시스템에서 응축(결로수) 제거 효과로 대기 오염 물질 및 백연이 

저감 되는 친환경 폐에너지 재활용 기술.

Detailed industry green field related to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policy
1 . E n v i r o n m e n t a l  i n d u s t r y :  S u s t a i n a b l e 
environmental resources: Manufacture of thermal 
energy saving and recovery equipment.
2. Green New Deal: Energ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Waste heat recover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Protection: Waste-to-
Energy
3.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ode (10th), the 
green field industry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classification code 29176

By using the low-temperature, high-efficiency 
condensable heat exchange system for the recovery 
of waste heat, high-temperature exhaust gas from 
heat-generating facilities (i.e. industrial boilers, 
incinerators, co-generation plant, thermal power 
plant, etc.) is converted to low-temperature exhaust 
gas, thereby preventing atmospheric warming. And 
then, heated water is reused for co-generation 
heating, water boilers and supply heating for 
buildings, as well as agriculture and aquaculture. 
SOx, dust, moisture etc. are condensed (condensed 
water) and reduced in the heat exchange system, 
resulting in reducing air pollutants, preventing white 
smoke as well as recovering and reusing waste 
energy.

(주)대명에스코
DAEMYUNG ESCO CO., LTD.

Website www.dmesco.com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박 인 규

2017년

2017

Park In Kyu

T E L 031-898-5550

F A X 031-898-7770

E - m a i l parkinkyu@dme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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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만을 개발, 제조, 판매 하는 23년된 회사입니다. 

성능인증, 세계일류상품인증, ce 외 대륙별 특허등록. 우수발명품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품질과 계속적인 기술개발을 우선 순위 하는 회사입니다. 

위생관련 기계로 솔첵, 신발바닥세척기, 대차바퀴를 세척하는

캐스터크리너 등을 주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은 주로 산업분야 

(전기, 전자, 반도체, 식품, 의약, 자동차의 공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관공서, 유치원, 체육시설, 요양원, 군부대) 등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파타소닉등 국내, 해외로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 해외 시장까지 사업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해외의 국가별 현지인 파트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러시아에 있습니다. 

당사의 우수한 상품 퀄리티, 특이하고 기존 세계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뉴테크놀러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인체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제거하고자, 해외 파트너들은 당사의 위생기기 판매를 열정적으로 각자의 

국가에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대신엠씨㈜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인 made in Korea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인체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It is 23-year-old company that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only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with new technologies.

We acquired Quality Certification, World-Class Product Certification, 

Patents Registrations by each continent as well as CE. We put our 

first priority an excellent inventions and the best quality.

It is a hygiene equipments that “Cyclone Suction Mat”, “Shoe Sole 

Cleaner”, and “Caster Cleaner”. 

Our customer base mainly includes industrial fields (electricity, 

electronics, semiconductors, food and automobile factories), public 

institutions (schools, hospitals, government offices, kindergartens, 

sports facilities, nursing homes, and military units). Our main 

customers are Samsung , Lg, Hyundai, and Panasonic not only in 

domestic but in also overseas.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scope from the domestic market to the overseas market, and we 

are partnering with overseas partners. It is located in Japan, China, 

Thailand, Vietnam, India, Singapore, Malaysia, Singapore, the United 

States, Mexico, Latin America, and Russia.

In order to announce our excellent product quality, unique and novel 

technology that does not exist in the existing global market, and 

also to eliminate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threatens the human 

body after the corona virus, overseas partners are passionately 

marketing our sanitary devices in their own countries. 

Daeshin MC will not only serve to expose the best quality of 

produce made in Korea, but will also be a leader in protecting the 

human body of the world from harmful environments.

[The problem and need]

As we have been struggling Covid-19, the importance of cleaning 

our shoe sole before entering indoor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Because, the most contaminated area is our shoe sole, which 

delivering dust, virus, and harmful substances into indoor. 

[Solution : Solecheck ]

As dry type, Solecheck, vacuums strongly dust and foreign harmful 

substances of our shoe sole just by walking on the suction mat. The 

dust and harmful materials are sucked into dust collector.

대신엠씨(주)
Daeshin MC CO., LTD.

Website www.daeshinmc.co.kr

<솔첵>

[문제와 필요]

계속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황사, 코로나 바이러스등이 인체에 해를 입히면서, 

실내에 들어가기 전 더욱더 위생청결에 관련해서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면서 더욱이,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밑창을 청소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염된 부분이 신발 바닥이며, 신발바닥을 통해서 

먼지, 바이러스 및 유해 물질을 실내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 솔첵]

건식 타입의 솔첵은 흡입 매트 위를 걷는 것만으로 신발 밑창의 먼지와 이물질을 

강하게 흡입합니다. 먼지와 유해 물질이 집진기로 흡입되어, 실내공기 질 향상, 

바이러스등의 유해물질이 실내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시켜줍니다.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Daeshin MC Co., Ltd.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최 영 환

1997년

1997

Young Hwan Choi

T E L 032-511-5001

F A X 032-568-9903

E - m a i l dsclean@dscle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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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이엔아이는 공장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악취제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1991년 설립이후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주력해온 

결과, 1998년 3차원 회전 로터 방식의 축열연소설비(RTO)를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600여대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VOCs 처리 분야에서 고처리효율의 설비를 보급하고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저녹스 (Thermal NOx 

Zero) 배출을 실현한 무화염축열연소(FRTO)로 악취저감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AEYANG E&I is an Eco-friendly company that 
provides various solutions such as VOCs and 
Odor treatment, which are the main causes of 
air pollutants in factories and plants. As a result 
of focusing on development of technolog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1, we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a three-dimensional rotating type of RTO 
in 1998. FRTO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makes 
eneergy saving and thermal NOx Zero even possible.

(주)대양이엔아이
DAEYANG E&I Co., Ltd.

Website http://www.areca.kr

ARECA RTO

ARECA RTO는 풍향전환형 구동을 통해 VOCs 가스를 처리하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술입니다.

ARECA V 

ARECA V는 20년 이상 경험을 바탕으로 VOCs 처리 기술을 

집약하여 개발한 올인원 형태의 소형 무버너 VOCs 처리 

시스템입니다.

ARECA P

ARECA P는 마이크로 탄소섬유 집진기술과 수막 세정기술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능동형 

중앙환기 시스템입니다.

ARECA C

ARECA C는 20년간 축적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상업용 

대기 오염 배출 물질 제거 시스템입니다.

ARECA RTO
ARECA RTO is an energy-saving, high efficiency 
technology that processes VOCs gas through wind-
converting rotary wings.
ARECA V
ARECA V is an ALL-IN-ONE type and burner-less 
VOCs treatment system, developed based on 
DAEYANG E&I’s 20-year-intensive VOCs treatment 
technology.
ARECA P
ARECA P is an active central ventilation system that 
provides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by removing 
fine dust with micro carbon fiber dust collection 
technology and water film cleansing technology.
ARECA C
ARECA C is a commercial air pollutant removal 
system that DAEYANG E&I developed with the 
air pollutant substances removal technology 
accumulated for 20 years.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박 근 식, 신 동 준

1991년

1991

PARK GEUN SIK, SHIN DONG JUN

T E L 031-498-8787

F A X 031-354-7009

E - m a i l dy@rto.co.kr



18 2022 환경산업 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

(주)대연씨앤아이는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및 예측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공급과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O&M (Operation & Management),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1998년 설립 되어 지난 25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대연씨앤아이
DAEYEON Convergence & Intelligence

Website www.dycni.com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신대현, 신성룡  

1998년

1998

T E L 02-866-3240

E - m a i l dycni@dyc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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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이엔티는 수질환경시스템 전문기업으로 다년간의 많은 경험과 기술, 특히 수질환경분야에 시스템통합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 자동화/플랜트 사업, 분석/계측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환경 및 식품분야 고객들에게 필요한 각종 온라인 및 실험실용 수질환경 계측/분석장비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및 각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소,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및 산하지방 사업소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국산제품 연구개발, 특허 및 인증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문이엔티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정보통신공사업을 바탕으로 수질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이엔티(주)
DONGMOONENT CO., Ltd.

Website www.dongmoonent.co.kr

1. 이동형IoT폐수배출모니터링시스템

 이동형 IoT 폐수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은 폐수배출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여, 폐수배출오염 사고 등의 사고 방지 및 

선제적 조기경보 등의 활용에 최적화하여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폐수 항목 중 일정 수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샘플링 

펌프가 자동으로 채수하여 해당 샘플에 대한 정밀 측정 및 측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측정항목(센서)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폐수 모니터링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실험실/Portable 수질측정장비

YSI 수질계측기를 바탕으로 정수, 하수, 실험실용 계측기를 포함한 수질관련 다수의 해외 메이커 측정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송 요 일

2014년

2014

Y. I. Song

T E L 02-890-3591

F A X 02-890-3590

E - m a i l dong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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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랜드로드는 ICT기술과 융합된 환경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랜드로드의 주력제품 RoaDrain은 세계최초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개념 비점오염물질 여과장치입니다.

RoaDrain은 도로(Road), 배수(Drain), 빗물(Rain)을 합성한 

상표명이다. 빗물에 휩쓸려나오는 도로면의 쓰레기나 토사분진등 

오염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RoaDrain은 도로, 산단, 시가지의 불투수 포장면에 쌓였던 

토사, 낙엽, 타이어분진, 중금속, 유류 및 생활쓰레기 등이 

빗물에 휩쓸려 나오는 유출될 때 여과하는 장치 입니다.

RoaDrain 특징은 기존도수로에 추가적인 토목공사 없이 5분만에 

설치할 수 있는 여과장치로 도수로나 빗물받이에 내부에서도 

여과필터에 포집된 오염물질의 포집량과 강우유출수 유입

여부 등을 무선네트워크(IoT)로 알려주며 클라우드플랫폼으로 

편리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과장치 입니다.

LANDROAD Inc, is a venture company focused 
on producing environmental products that are 
converged with ICT technology.
The LANDROAD's main product, RoaDrain, is the 
world's first new concept non-point pollution 
contaminants filtering system that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RoaDrain can be install in five minutes without 
additional civi l  engineering work on existing 
waterways. It informs the collection of contaminants 
collected in the filter 
and monitoring weight of filter basket and send  
alarm with wireless network(LPWAN). So It can be 
conveniently maintained through a cloud platform.

주식회사 랜드로드
LANDROAD Inc.

Website www.landroad.co.kr

제품소개 PRODUCTS

LANDROAD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이 주 환

2017년

2017

LEE JUHWAN

T E L 063-261-2314

F A X 0504-342-4565

E - m a i l jhpad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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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테크는 1995년 지표수 또는 지하수 수위/수질 및 취수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취수정 관리팀, 설치팀, 관리팀, 영업팀의 조직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먹는샘물 업체를 

중심으로 지하수 자동관측 및 자동제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벼리테크의 지하수 관리시스템은 지하수의 수질/수위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하수 관정에 대한 취수량, 취수 시간 및 취수 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측정 센서의 모든 기종 및 장비에 

호환이 가능하며, 일일 취수량 설정 및 Tank 수위 설정에 따라 

펌프 자동 on/off 제어가 가능합니다.

Byoli Te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nstalling an automatic monitoring system, it 
measure the level or quality of ground water, in 
1995.
Our company has organized of an intake well 
management, an installation, a management and a 
sales teams. And, We are engaged in the business of 
groundwater automatic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agencies 
and spring water companies.

Byoli Tech.‘s groundwater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transmits the quality/level measurement 
date of groundwater to the control center in real 
time. The system is possible to automatic controls 
the water intake amount, withdrawal time, and 
withdrawal speed for each groundwater well. It is 
compatible with all types equipment and sensor, and 
automatic on/off control of the pump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daily water intake setting and the 
tank water level setting.

벼리테크
Byoli Tech. Co.

Website www.byolitech.co.kr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강 승 호

1995년

1995

Kang Seung Ho

T E L 02-2606-8190

F A X 02-2692-2915

E - m a i l sh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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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설립 이후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 발전

시스템 분야와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사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솔루션 보급을 위해 열전발전 시스템 개발과 친환경 냉각

(펠티어)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성하에너지는 친환경 

엔지니어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도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청정에너지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탄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Since our establishment in December 2016, we 
have dedicated ourselves to the development of 
thermoelectric generation systems and eco-friendly 
cooling (Peltier) technology in order to provide 
solutions in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ystem field and high-efficiency eco-friendly energy 
business field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ies. 
sunghaenergyis leading eco-friendly engineering. 
We will persist in our efforts to help companies 
realize ESG management and engage in creative 
and innovative initiatives to promote the low-carbon 
economy until the country becomes a major player 
in the clean energy field through reduction in green-
house gases.

It is a portable small air conditioner suitable for 
offices, homes, and small home appliances.
It is an innovative product that can cool and 
heat with thermoelectric devices without using 
refrigerant gas amid intensifying regulations on 
refrigerant ga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zero carbon emissions by 2030. The maximum 
power consumption is 800W/h, which does not use 
much power, and the minimum cooling compared 
to the atmospheric temperature can output -13℃ 
/ maximum heating can output +30℃, and it has 
movable wheels, so it can be conveniently placed in 
the desired space.

주식회사 성하에너지
SUNGHA ENERGY CO., LTD.

Website www.sungha.org

이동식 소형 냉온풍기로 사무실 및 가정 및 소형 가전이 주로 

쓰이는 공간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의 

국제사회의 흐름 안에서 냉매 가스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냉매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소자로 

냉각과 난방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최대 소비

전력이 800W/h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대기온도 

대비 최저 냉방은 –13℃ / 최대 난방은 +30℃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동형 바퀴가 달려 있어 편리하게 원하는 공간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장 윤 희 

2016년

2016

Jang Youn Hee

T E L 02-2135-9500

F A X 02-6280-4470

E - m a i l sunghaener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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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라컴은 세라믹 압출성형 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 재질의 하니컴을 생산하여 공급해 왔으며 이를 활용한 산업용 유해가스 

제거용 촉매제품, 환경설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를 위한 촉매제품과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촉매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는 환경설비 CHF와 CY-BAG SYSTEM은 21세기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대기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주)세라컴은 기존사업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동시에 연관사업 통한 효율적 시장 접근을 추진하고, Unit화된 

환경서비스의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 및 성장모델 개발 그리고 나눔과 상생경영의 실천을 통해 고객과 주주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는 기업, 사회가 존경하는 기업,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세라컴 CHF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허니컴 소재를 사용하여, 

VOCs 흡착, 농축/탈착 성능이 우수하고 투자비, 유지비, 유지

관리 용이성이 뛰어난  가성비 최고의 고효율 VOCs 점검 시스템 

입니다. 소재의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카트리지 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이 필요한 소재를 지역내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폐열을 활용해 VOCs 탈착 후 소재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탈착과정에서 발생된 VOCs는 소각장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스팀이나 터빈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주)세라컴
CERACOMB CO., LTD.

Website www.ceracomb.co.kr 

제품소개

Ceracom CHF system is the most cost-effective, 
high-efficiency VOCs inspection system using a 
honeycomb material developed in-house, with 
excellent VOCs adsorption, concentration/desorption 
performance, and low costs for  installation, 
maintenance. 

PRODUCTS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이 강 홍

1999년

1999

KANGHONG, LEE

T E L 041-531-0657

F A X 041-531-0658

E - m a i l ywh@ceraco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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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센트리는 대기, 수질 등의 환경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센트리
SENTRY

Website www.sentryinc.co.kr

실외형 공기질 측정기 (DUST MON)

자체 개발한 광산란 방식의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PM10, PM2.5, PM1.0, TSP의 동시 및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분 전처리기능, 함체 설계로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또한 적은 유량으로도 고농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실내형 공기질 측정기 (AirMon-IT)

실내외 설치가 가능한 다목적 실시간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가정, 학교, 사무실, 공장 등 공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실내공간이라면 어디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6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s, 온.습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고성능 미세입자 분석기

광산란 방식의 미세먼지 분석기로써, 반도체 클린룸에서 입자 계수기로 사용될 만큼의 고성능 기기입니다. 미세먼지를 

24채널 이상 분극하여 PM10, PM2.5, PM1.0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고, 입경별 개수 및 질량농도의 동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12V 내장 배터리로 10시간 이상의 긴 작동시간과 가벼운 무게로 이동식, 휴대형, 고정식 설치형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형 통합 공기질 모니터링 장치 (AirMon-RB)

IoT 기반 실시간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플랫폼 장치로, 미세먼지(PM10, PM2.5, PM1.0), 가스상 물질(CO2, CO, NO2, 

HCHO, O3, VOCs), 온도, 습도 등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측정항목 9종 이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공기질 관리 기준에 기반한 공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외형
공기질 측정기

실내형
공기질 측정기

고성능
미세입자
분석기

고성능
미세입자
분석기

제품소개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강두수, 김갑식

2015년

2015

Kang doosoo, Kim Gapsik

T E L 02-6956-2981

F A X 070-8244-0333

E - m a i l sentry@sentryi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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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자원으로, 매립지를 드림파크로 2000년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입니다. 매립과 자원

화시설 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관광명

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aste to Resource, Landfill to DreamPark!
S LC ( S u d o k w o n  L a n d f i l l  S i t e  M a n a g e m e n t 
Corporation)was established in 2000 to facilitate 
proper disposal and recycling of waste gen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elp to promote 
a pleasant l iv ing environment for people in 
surrounding areas. 

선진화된 위생 매립시스템과 철저한 방역·탈취 등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환경 관리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된 폐기물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고 연간 약 350억 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하여 연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Website www.slc.or.kr

제품소개

Systematic and sani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based on advanced sanitary landfi l l  system, 
thorough disease prevention and deodorization 
for sustainable and eco-friendly landfi l l  site 
operation. Landfill gas generated in decomposition 
processes of landfilled waste has been used for 
power generation, which reduces greenhouse gas 
and creates an energy import- substituting effect. 
Also,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using fuel 
generated from pretreatment of combustible waste, 
food waste effluent, sewage sludge.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신 창 현

2000년

2000

Shin Chang Hyun

T E L 032-560-9410

F A X 032-560-9433

E - m a i l moklean1@s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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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쉘피아는 굴껍데기를 비롯하여 각종 패각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토양개량제 등

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Shelpia Co., Ltd. is a company that recycles various 
shellfish waste including Oyster shell to make 
calcium chloride, eco-friendly snow removal, and soil 
improvement agents.

Our product is made by recycling oyster shells and 
can be used as calcium chloride, liquid calcium 
chloride, and eco-friendly snow removal. 
Our main product is liquid calcium chloride, which 
can be sprayed without liquefaction, and is suitable 
for quick snow removal.

(주)쉘피아
Shellpia.Co., Ltd.

본 제품은 굴껍데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제설용 염화칼슘, 

액상염화칼슘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력 상품은 액상 염화칼슘으로 별도의 액상화 작업 없이 원액 

그대로 뿌릴수 있으며 빠른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제품소개 PRODUCTS

SHELLPIA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최 수 빈

2022년

2022

Choi Soobin

T E L 010-6287-9370

F A X 0504-196-9370

E - m a i l haili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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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안머터리얼즈는 3차원 그래핀 원천 소재 기업으로써, 

3차원 그래핀 소재를 기반으로 한 리튬금속 배터리 음극재 

및 물질 저장식 수소 저장용기 등을 연구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HN Materials Inc. is a specialized company for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3D graphene. AHN 
Materials Inc. aim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a hydrogen storage carteridge of material storage 
type and a lithium metal battery anode based on 3D 
graphene.

- 안머터리얼즈의 3차원 그래핀은 타 탄소기반 물질에 비해 우수

한 기계적/열적 특성을 지니며, 역 고깔 모양 또는 다층 그래핀 

구조 등 독특한 다공성 구조를 보유함. 리튬금속 배터리 음극재, 

물질 저장식 수소 저장용기 내 삽입 소재 등 다양한 미래 에너지원 

적용 가능함.

- 3차원 그래핀 기반 리튬금속 배터리 음극재 : 시스템 경량화 

및 효율 극대화함.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대비 10배), 안전성 

확보함.

- 3차원 그래핀 기반 물질 저장식 수소 저장용기 : 기존 가압식 

용기 대비 최대 30% 경량화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기존 

대비 1/7배 이상 낮은 압력에서 사용 가능하여 안전성 확보함.

주식회사 안머터리얼즈
AHN Materials Inc.

Website  http://ahnmaterials.co.kr

제품소개

- 3D graphene of AHN Materials Inc. with unique 
porous structure such as reverse cone shape 
or multilayer graphene structure has superior 
mechanical/thermal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carbon-based materials. Due to these properties, 3D 
graphene has been used for energy system  such as 
lithium metal battery anode materials and hydrogen 
storage material 
- 3D graphene-based lithium metal battery anode 
material: minimizing the weight and maximizing 
efficiency (10 times higher than existing lithium-ion 
batteries) while ensuring safety 
- 3D graphene-based Hydrogen storage cartridge: 
Up to 30% lighter than conventional pressurized 
containers at more than 1/7 times lower pressure 
while still being safety and then, secure competitive 
price.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안 호 선

2020년

2020

Hoseon Ahn

T E L 032-715-7221

F A X 032-232-9221

E - m a i l hsahn@ahnmateria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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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큐에이는 대기환경분야 연구개발을 주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기환경 관리 및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대기환경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제품 및 기술로는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 시스템

(PAQman & PAQman-watcher) 및 대기오염배출량 분석

기술 등이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중에 있음

AQA Inc. is engag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aims to contribute 
to domestic and overseas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AQA promotes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y establish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countries.

Port-city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PAQman) 
for estimating the air emission from vessels using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data, which is 
the activity data of vessels.

● AIS data collection and QA/QC
● Estimation of ship air emission by reflecting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vessel
● Produce the ship air emission inventory and high-
resolution emission map by ship type, operation 
mode, nationality

(주)에이큐에이
Air Quailty Associates Inc.

선박 활동 데이터인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를 이용한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 - PAQman (Port-city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 AIS 데이터 수집 및 QA/QC

● 개별 선박 운항특성을 반영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선종, 운항모드, 국적에 따른 배출량 인벤토리 및 고해상도 

선박 배출량 지도 작성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이 희 관

2021년

2021

Lee Heekwan

T E L 032-835-8468

F A X 032-777-8468

E - m a i l airgroup@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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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티에스는 실내공간에서 소음의 방해없이 쾌적한 환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솔루션 rester 를 

제공합니다.

폐페트병과 같은 폐자원 및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고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소음진동 

전문기업입니다. 

소재, 소음진동, 음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합니다.

업무공간에서 전문 공연시설까지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LTS Co., Ltd. provides sustainable products and 
solutions that can easily create a comfortable 
environment without disturbing noise.
We are a company specializing in noise and vibration 
products that can reduce noise and vibration of 
buildings and improve sound quality by using 
waste resources such as waste plastic bottles and 
biodegradable materials.
Based on a research institute composed of 
materials, noise and vibration, and sound experts, 
we aim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sustainable and 
innovative products and unrivaled technology.
From work spaces to professional performance 
facilities, we will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for 
all of your spaces.

Sound-absorbing panel  us ing rec yc led and 
biodegradable materials
Noise to Sound, rester
- Carbon-saving products: More than 75% of raw 
materials used for waste plastic bottles, waste 
fibers, and biodegradable materials
- Labor-saving products: dedicated bracket provided
- Innovative low sound absorption: 10 times more 
than similar products
- Easy installation like a picture frame
- Noise improvement and sound quality improvement 
from work space to professional performance 
facilities
- Applicable facilities: indoor sports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conference facilities, complex 
facilities, conference facilities, studios, practice 
rooms, specialized performance facilities, etc.

(주)엘티에스
LTS Corp.

재활용소재 및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흡음패널

소음을 소리로, rester

- 탄소절감 제품: 폐페트병 및 폐섬유, 생분해성 소재의 원자재 

활용 75%이상

- 노동력을 절감 제품: 전용 브라캣 제공

- 혁신적인 저음흡음: 유사제품 대비 10배 이상

- 액자처럼 쉬운 설치

- 업무공간에서 전문공연시설까지 소음개선, 음질개선

- 적용시설: 실내체육시설, 업무시설, 회의시설, 복합시설, 

컨퍼런스시설, 스튜디오, 연습실, 전문공연시설 등

제품소개 PRODUCTS

회사소개 INTRODUCTION

Website www.re-ster.com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주 현 경

2017년

2017

Hyunkyung Joo

T E L +82-70-8624-9846

F A X +82-63-211-9846

E - m a i l acousticsla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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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즈맥스는 IOT기술을 활용한 유무선 센서 모니터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현재 RADIONODE의 산업용 IOT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바이오, 전기/전자/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현장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환경안전(environment safety)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하여 고객의 

needs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초고온 ,습도, 가스(CO2, O2, tVOC, 암모니아, 

황화수소, CO등 각종 독성 가스류)에 대하여 cloud서비스 및 구축형 SW를 통한 안정적인 data acquisition과 국내외에

서 언제든지 전화/SMS/E-Mail을 통하여 각종 알람을 전송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N171 : POE방식의 ethernet 전송기

RN172 : WIFI방식의 전송기

UA5X : tVOC, VOCs, CO, CO2, H2S, NH3, HCL, EO, C2H4, H2

UA58-KFG-U : all in one 4gas(CO, CO2, O2, H2S)

UA59-CO2 : CO2인큐베이터 전용 가스 트랜스미터

UA20 : 4~20mA/0~5V/0~~1V/접점 출력 연동

UA10 : 온습도트랜스미터

UA1X : PT100,TC-T,K 온도센서용 트랜스미터

RN400-XXXX : WIFI  연동용 온도,습도,가스센서용 data logger

RADIONODE365 : IOT 센서 모니터링용 cloud서비스 (구독형)

WMS200 : 설치형SW (구축형)-21CFR Part 11 지원

(주)와이즈맥스
WISMAX Co., LTD.

Website www.wismax.co.kr

제품소개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김 인 규

2009년

2009

Kim In Kyu

T E L 031-304-7227

F A X 031-624-0225

E - m a i l master@wis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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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람은 수처리 분야의 부식억제장비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환경전문기업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지구를 깨끗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람의 부설환경연구소에서는 발효과정을 거친 음식물

쓰레기를 지원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계개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환경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우람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주식회사 우람
WOORAM CO.,LTD.

주식회사 우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에코클린은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복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퇴비화 하는 

기기로 음식물쓰레기양을 발생원에서부터 약 85% 저감하고 부산물을 자원(퇴비)으로 순환 활용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특징: 

1. 복합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24시간 이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85%까지 감량

2.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 및 원격 제어가 가능

3. 국내 최초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

4. RFID카드와 관제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인 배출 관리

5. 중온 발효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

6.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잔재물은 자원으로 재활용(퇴비)

7. 어느 장소에도 어울리는 수려한 디자인

제품소개

Website www.woo-ram.com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홍 민 수

2001년

2001

Hong Min Soo

T E L 053-985-8047

F A X 053-985-8044

E - m a i l minsu01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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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산업개발기구는 빈곤감축, 포용적 세계화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산업개발을 촉진하는 유엔의 전문기구

입니다. UNIDO ITPO Korea는 본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 

지역사무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UNIDO ITPO Korea의 주요 사업으로는 개발도상국 

대표 방한 초청사업, COMFAR Ⅲ 홍보 워크숍, 해외투자 자문사업, 

무역투자 역량강화 세미나, 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시찰, 

스타트업 및 기업가 정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
Technology Promotion Office, Korea (UNIDO ITPO Korea)

Website www.unido-itpo.kr 

UNIDO is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 that 

promotes industri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 ies  for  pover ty  reduct ion ,  inc lus ive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NIDO ITPO Korea accelerates ISID and facilitates 

business link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by managing delegate programme, 

COMFAR Ⅲ promotional  workshop, advisory 

programme, trade & investment promotion, 

technology database, industrial tours, and startups 

and entrepreneurship.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게르트 뮐러

1987년

1987

Gerd Müller

T E L 02-702-2030 

E - m a i l office@unido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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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즈어스는 재미있고 편리한 텀블러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현재 텀블러 세척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텀블러 세척기 ‘텀블링’을 개발 중이며, 언제 어디서든 텀블러 사용자가 텀블링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유즈어스의 목표입니다.  지구촌 즐거운 텀블러 사용 문화의 시작. 유즈어스 입니다. 

텀블링은 자체 개발한 웨이블 노즐을 통해 입가/내부를 데드존 없이 100% 세척 가능합니다. 

텀블링은 어떤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텀블링은 5-10초 내로 텀블러 세척을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텀블링은 텀블러 사용 데이터를 모아 월간 환경 데이터로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유즈어스
UZUS

Website http://uzus.creatorlink.net

제품소개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박 승 덕

2022년

2022

PARK SEUNG DUCK

T E L 010-9174-2734

E - m a i l uzus.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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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노버스는 4차 산업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로보틱스 ‘쓰샘’으로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환경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벤처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이노버스
Inobus Co., Ltd.

‘쓰샘 RePET’는 복잡한 페트병 분리배출 과정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올인원(All-in-one) 솔루션으로, 페트병의 색, 형상, 

투명도 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분하는 AI 기술로 사용자의 분리배출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폐플라스틱을 

수거 및 선별합니다. 또한 투입되는 폐플라스틱을 압축 및 압착하여 기기 내 가능한 많은 양을 적재하고, IoT 기술로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거 및 운반 효율을 높입니다. 

‘쓰샘 ReCUP’은 세척을 통한 ‘환경부 분리배출 4대 원칙’을 최초로 만족한 제품으로 한 곳에서 비움, 세척, 분리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가로형 적재 기술로 일반 쓰레기통 대비 4배 더 적재 가능하고 적재용량 파악, 월간 보고서 제공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분리배출과 수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Website  www.inobus.co.kr

회사소개

제품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장 진 혁

2019년

2019

Jang jin hyuk

T E L 02-6953-4083

E - m a i l inobus@inobu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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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엠텍 설립

2020년 환경장비업체 기술이전 및 인수

(주)이엠텍
EMT

회사소개

제품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이 종 국

2022년

2022

LEE JONG KOOK

T E L 032-812-8237

F A X 032-812-8238

E - m a i l neodru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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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여파는 폐기물 자원순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전통적인 비료, 퇴비, 사료, 건조연료(SRF), 바이오가스

(소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주)이피에스는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환원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연속 열분해 스타트업. 

(주)이피에스
EPS

실시간 투입→분해→배출의 연속공정으로, 유기성 건조물

(하/폐수슬러지, 음식물찌꺼기, 축산분뇨 등) 및 가연성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의 분자구조를 끊어 바이오연료

(가스/오일), 바이오차(토지개량재) 생산. 바이오연료, 바이오차, 

폐열 등 지속가능 자원화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제품소개

The aftermath of greenhouse gases is also adversely 
affecting the circulation of waste resources. 
Traditional fertilizer, compost, feed, dried fuel 
(SRF), and biogas (digestion) methods are showing 
limitations. EPS Co., Ltd. is a continuous pyrolysis 
startup aimed at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waste to sustainable high value-added resources.

PRODUCTS

The continuous process of real-time injection → 
decomposition → discharge breaks the molecular 
structure of organic dry matter (lower/waste 
sludge, food waste, livestock manure, etc.) and 
combustible (plastic, vinyl, etc.) wastes to produce 
biofuels (gas/oil) and biochar (land improvement 
materials). Carbon neutrali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sustainable resources such 
as biofuels, bio cars, and waste heat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김 민 석

2018년

2018

Min Seok Kim

T E L 010-9031-7624

E - m a i l kapril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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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B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강소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인천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환경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도시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참여하는 인천

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수행과 이를 통한 대학 지자체

기업의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융복합 기술의 혁신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 창업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혁신

네트워크운영사업 등을 수행한다.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
INCHEON SEOGU INNOVATION CLUST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uns Innovation 
Cluster Program to foster a special R&BD district 
including a core technology institute.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y, Incheon Innovation Cluster (IIC) 
has been designated and establish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core technology institut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cheon Seo-gu.
The Program aims to carry out technology transfer 
project,  start-up support project,  regional-
special ized project,  and innovative network 
management to bui ld an industry-academic 
cooperat ion  system for  un ivers i t ies ,  loca l 
governments, and private industries.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C E O

이 희 관

Heekwan Lee

T E L 032-835-9193

E - m a i l innotown@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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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Website www.itp.or.kr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서 병 조

1999년

1999

SUH BYUNG JO

T E L 032-260-0700

F A X 032-260-0800

E - m a i l jwchoi@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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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수, 분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처리된 하수의 재이용과 소각열 에너지화 등 자원 순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류수 수질 개선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책임감을 갖고 ‘맑고 푸른 청정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Website www.eco-i.or.kr

회사소개 INTRODUCTION

Affiliated with Incheon City, the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is a public enterprise which 
operates the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lives of Incheon’s citizens. The corporation 
aims fo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not only 
properly processes sewage, human waste, and 
household waste, but also in efforts to recycle 
resources by reusing processed water and heat 
from waste incineration. The corporation recognizes 
its responsibility as the last resort for protecting the 
local environment, and it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discharged into nature and minimize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so that theso that the
‘Clean & Green Incheon City’ can be realized.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

2007년

2007

-

T E L 032-899-0100

F A X 032-822-5445

E - m a i l ecoi2007@eco-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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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정도테크주식회사는 광주시 하남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1989년 창립이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자본재 산업의 부품류 등을 생산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레이저가공기, 벤딩머신, 분체도장라인 

설비 등 생산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는 일일 처리량 100kg에서 최대 2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장비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2008년부터 개발하여 전국 학교 및 지자체에 200여대 

이상 설치 운용중에 있습니다. 

 ①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 : 99kg/일

 ② 쓰레기 감량율 :  80~85%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

 ③ 쓰레기 처리시간 : 10~12시간

 ④ 내부순환방식으로 뛰어난 악취 저감 능력

 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에서 처리한 후 배출되는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장비 

 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외부는 아연도금 강판에 분체 도장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

정도테크(주)
JUNGDOTECH CO,. LTD.

Website www.jungdotech.com

제품소개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문 홍 순

1989년

1989

MUN HONGSUN

T E L 062-951-3574

F A X 062-955-0220

E - m a i l keng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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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제이엘 솔라디자인 

JL솔라디자인 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을 해외 

글로벌 회사와 파트너십 협력제작,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제이엘솔라디자인
Inobus Co., Ltd.

태양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 후 축전되며, 

어둠을 스스로 감지하여 외부 전원 없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제품

환경오염방지와 무 전원 자체 발광

감전의 위험 없음

LED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긴 수명 유지

별도 전선 매립 없이 어느 곳에나 자유로이 설치 가능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아름다운 불빛으로 주변 생태계 유지에 도움

설치장소 : 생태공원, 광장, 산책로, 하천 변, 주차장 등 다수

제품소개 PRODUCTS

Website www.jlinc.co.kr

회사소개 INTRODUCTION

Carbon neutral using solar energy.
JL Solar Design, which deals with eco-friendly products 
JL Solar Design is an eco-friendly product that uses solar energy 
Partnering with global companies overseas
It is a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company.

It is converted to electrical energy from a solar cell and 
then accumulated
Self-detecting darkness and automatically operating 
without external power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nd self-emission 
without power supply
No risk of electric shock
Long life is maintained using LED semiconductor devices
Free installation anywhere without wire reclamation
Help maintain surrounding ecosystems with beautiful 
lights using natural energy
Place of installation: ecological parks, squares, trails, 
riverside, parking lots, etc

대 표 자

C E O

정 창 현

JUNG CHANGHYUN

T E L 070-8098-9270

F A X 0504-157-6270

E - m a i l jlinfinity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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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은 날로 심각해지는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정도를 

국내 기술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의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 수년간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측정기, 대기 및 실내 공기 자동

측정기, 굴뚝 배출가스 및 악취 자동측정기를 유일하게 국산화

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형식승인, 미국 EPA 인증, KC, 

CE, 중국 CEP 인증 등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MEZUS 610)  

 - 측정항목 : PM2.5 / PM10

 - 측정범위 : 0~1000/2000/5000 ug/m3 (선택가능)  

 - 측정방법 : 베타선흡수법

 - 획득인증 : KC, CE인증 및 환경부형식승인 

SO2 분석기 (MEZUS 110)

 - 측정범위 : 0~0.1/0.5/1ppm (선택가능)  

 - 측정방법 : 자외선형광법

 - 획득인증 : US EPA, KC, CE인증 및 환경부형식승인 

NOx 분석기 (MEZUS 210)

 - 측정범위 : 0~0.1/0.5/1ppm (선택가능)  

 - 측정방법 : 화학발광법

 - 획득인증 : US EPA, KC, CE인증 및 환경부형식승인 

CO 분석기 (MEZUS 310)

 - 측정범위 : 0~50/100ppm (선택가능)  

 - 측정방법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 획득인증 : US EPA, KC, CE인증 및 환경부형식승인 

O3 분석기 (MEZUS 410)

 - 측정범위 : 0~0.1/0.5/1ppm (선택가능)  

 - 측정방법 : 자외선광도법

 - 획득인증 : US EPA, KC, CE인증 및 환경부형식승인 

(주)켄텍 
KENTEK

Website  www.kentek.co.kr

제품소개 PRODUCTS

KENTEK, Inc. is the only specialized company 
that develops, produces, and distributes the air 
quality automatic measuring system. Based on the 
accumulated research technology over 20 years, we 
have produced and distributed automatic measuring 
instruments for ambient air, indoor air quality, stack 
emissions and odor gases. KENTEK, Inc. has been 
researching them to improve current products 
and develop new one by incorporating advanced 
technologies. 

(Ultra) Fine Particulate Matter Monitor (MEZUS 610)  
 - Measurement items : PM2.5 / PM10
 - Range : 0~1000/2000/5000 ug/m3 
   (User selectable)  
 - Method : Beta-ray absorption method
 - Certification : KC, CE, Type Approval of NIER 
SO2 Analyzer (MEZUS 110)

 - Range : 0~0.1/0.5/1ppm (User selectable)  
 - Method : U.V. Fluorescence method
 - Certification : US EPA, KC, CE, Type Approval of NIER 
NOx Analyzer (MEZUS 210)

 - Range : 0~0.1/0.5/1ppm (User selectable)  
 - Method : Chemiluminescent method
 - Certification : US EPA, KC, CE, Type Approval of NIER 
CO Analyzer (MEZUS 310)
 - Range : 0~50/100ppm (User selectable)  
 - Method :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Certification : US EPA, KC, CE, Type Approval of NIER 
O3 Analyzer (MEZUS 410)

 - Range : 0~0.1/0.5/1ppm (User selectable)  
 - Method : U.V. Photometric method
 - Certification : US EPA, KC, CE, Type Approval of NIER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황 병 한

2008년

2008

HWANG BYOUNGHAN

T E L 042-331-7081

F A X 042-331-7083

E - m a i l smlee@kent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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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entek.co.kr

터보윈은 미국 NASA의 우주항공 기술을 세계 최초 사용화에 성공한 

20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터보 기술만을 집중해온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만든 세계 1위 터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기계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터보윈은 수처리 부터 식품, 석유화학, 반도체,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터보윈은 매년 최고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며, 

세계 최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5 터보 블로워(WL)

- 2016 터보 블로워(WL, 싱글 코어 500HP)

- 2017 터보 컴프레서(WH)

- 2018 마이크로 터보 컴프레서(WF)

- 2019 마이크로 터보 블로워(WM)

- 2020 스마트 IoT 터보 블로워 및 컴프레서(WL-i & WH-i)

- 2021 방폭 터보 블로어 및 컴프레서(WL-ex & WH-ex)

 터보윈은 국내외 100여개의 특허와 인증으로 끊임 없는 열정으로 

브랜드 가치와 시장 평판을 창출했으며 국내 유일의 <조달우수제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터보윈 주식회사
Turbowin Co., Ltd.

TURBO BLOWER

고속모터와 에어베어링을 응용한 친환경 터보 기술이며, 고효율 에너지 

기술과 폭넓은 제품 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듀얼에어 쿨링시스템을 통한 독보적인 공냉 시스템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구부림과 용접이 없는 일체형의 에어베어링을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제품소개

Website www.turbowin.com

 Turbowin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urbo technology as the 

Company is dedicated to developing turbomachinery for more 

than 20 years, accelerating investment to facilitate further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eco-friendly turbo 

technology as well as expansion of new product offerings.

 Turbowin provides reliable and clean compressed air solutions 

across a range of industries from wastewater to chemical, 

semiconductor and stationary power.

 Every year we launch a brand new product based on our 

world-best R&D capacity.

- 2015 Turbo Blower (WL)

- 2016 Turbo Blower (WL with single core 500HP)

- 2017 Turbo Compressor(WH)

- 2018 Micro Turbo Compressor(WF)

- 2019 Micro Turbo Blower(WM)

- 2020 Smart Iot Turbo Blower & Compressor(WL-i & WH-i)

- 2021 Anti-Explosive Turbo Blower & Compressor(WL-ex & 

WH-ex)

 Our global patents and certificates exceeds more than 100 

and this kind of constant passionate R&D have created 

Turbowin’s brand value and market reputation.

PRODUCTS

The WL Series is a high e ciency turbo blower with HE-PM high 

e ciency magnet motor and NBW air foil bear- ing.

The Turbowin supersonic impeller uses the backward lean 

type to secure a wide operation area when the inverter adjusts 

the driving frequency,

the number of rotations of the motor is converted, the ow 

rate is adjust- ed,

and the product is easily controlled by PLC or MICOM. 

Moreover, it produces low noise level, 85 dB or less.

The advantage of low vibrating product is that it does not 

require a separate foundation and provides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김 민 수

2015년

2015

Kim min soo

T E L 043-214-0799

F A X 043-206-0799

E - m a i l wjhwin@turbow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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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트랩은 폐식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리 및 난방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플린트 연소기술은 폐식용유 외에도 

동식물성 유지를 높은 효율로 연소할 수 있어, 기존의 다른 

연료와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탄소중립 기술을 이용한 난방이나 조리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보급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바이오연료 활용제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 난방의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비젼입니다. 

㈜플린트랩은 바이오 정제유를 사용하는 친환경 난방기(플린트 바이오히터 시리즈)를 시장에 선보인다. ‘플린트 SBF 바이오히터’는 

바이오 정제유를 사용하는 전용 난방기기로서, 최대 19kw(16,300Kcal) 난방성능을 제공한다. 

㈜플린트랩은 동식물성 폐유지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용 연소기관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플린트 연소기관은 바이오 

연료의 높은 점도와 이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노즐 막힘 현상을 줄이고, 열재순환 구조를 활용하여 높은 인화점의 연료를 

연소시킨다. 이는 발전용 또는 수송용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던 기존 바이오연료보다 공정과정을 축소한 정제유를 연료로 

사용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생산비용 및 2차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바이오 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플린트 SBF 파티오히터‘는 겨울철에 진행하는 야외행사, 공연, 기타 상업시설에서 사용가능하다. ’플린트 SBF 파티오히터‘는 

시범사업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제품의 관리나 연료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 난방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플린트랩
FLINT LAB INC.

Website www.flint-world.com

제품소개

Flint Technology changes the paradigm of the 
energy. We offer a new bio-energy technology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s and energy issues. 
 Our technology is available regardless of regions and 
economic condition. It's sustainable, environment-
friendly and also compatible with all the industries. 
Based on this, our business not only prevents global 
warming but also resolves energy poverty.
Clean combustion technology with using bio fuel and 
producing less carbon emission. This is what we’ve 
come up with.

회사소개 INTRODUCTION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윤 혁 진

2014년

2014

Yun Hyouk Jin

T E L 010-7288-3857

E - m a i l admin@flint-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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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 

환경 전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종합환경서비스기관입니다.

2010년 설립 이후, 우리 공단은 끊임업는 혁신과 세계적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글로벌 환경서비스기관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환경복지 향상

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ebsite www.keco.or.kr

KECO is an integrated environmental service 
provider leading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by 
engaging in overall business areas including climate, 
air, water, resource circulation, and environmental 
health.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0, KECO 
has developed into a global environmental service 
provider through its continuous innovation and 
world-class sustainability management. Based on 
its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advanced management system KECO is carrying 
out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projects. What is 
more, KECO is consistently developing new business 
fields to improve Korea`s environmental welfare.

회사소개 INTRODUCTION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2010년

2010

T E L 032-590-3020

F A X 032-590-3019

대 표 자

C E O

안 병 옥

Ahn, Byung-Ok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K-eco

- 한국환경공단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로 자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여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저감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K-eco

- 한국환경공단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 갑니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대기질 및 대기

환경 관리, 자동차 환경 관리, 악취 관리

건강한 물환경을 가꾸는 K-eco

- 한국환경공단은 물관리 정책지원과 수질·토양·지하수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용하는 물의 오염을 막고 정화하여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하수도 정책 지원, 토양·지하수 관리, 수

질오염 관리 및 방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K-eco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자원을 유지하는 순환사업에 앞장섬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자원순환사업, 폐기물 관리

제품소개 PRODUCTS

K-eco, Ensuring a pleasant and healthy life

- K-ec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by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nature but also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ublic 

with a variety of life-friendly environmental services. - Provision of Life-

Based Environmental services,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Pollutant Discharge

K-eco, Creating a clean atmospheric environment

- K-eco preserves clean air by responding to rapidly changing climate 

change and by operating a polic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 Greenhouse Gas(GHG) Reduction Policy Support, Mitigate Climate Change, 

Management of Ambient Air Quality and Environment, Management of 

Vehicle Environment, Odor Management

K-eco, Promoting a clean water environment

- K-eco provides policy support for matter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water, and the thorough management of soil and groundwater, in turn 

preventing the pollution of water that people and nature use together, and 

purifying and making water healthier.

- Operation of National Water Industry Cluster, Sewage Policy

Support, Management of Soil and Groundwater, Water Pollution 

Management and Control

K-eco, Building a sustainabl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K-eco is leading a world where our clean environment can be preserved 

by making the circulation business to reduce waste resources and keep 

sustainable resources in order to increase recycling.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source Circulation System, Resource 

Recirculation Program, Waste Man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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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원 ISO/IEC 17025 기준에 적합한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관입니다. 현재는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KOLAS 공인시험을 주 사업분야로 

온도, 유량, 유속 등의 집결체인 굴뚝시료채취장치(입자상, 가스상)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굴뚝배출가스(유속)연속자동측정기, 

수분량측정기기 등에 대한 KOLAS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범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굴뚝시료채취장치(입자상, 가스상), 

대기배출가스측정기(O₂, CO, NOx, SO₂, THC), 굴뚝배출가스(유속)연속자동측정기기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정도검사 

기준/방법에 따라 정도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KOLAS 국제공인시험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수분량자동측정기기에 대한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범위로 인정받아 해당기기에 대한 KOLAS 공인시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역학분야의 시험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험/검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은 대한민국의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관과 함께 동시에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 입니다. 현재 굴뚝시료채취장치(입자상, 가스상), 

대기배출가스측정기(O₂, CO, NOx, SO₂, THC), 굴뚝배출가스

(유속)연속자동측정기기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정도검사 

기준/방법에 따라 정도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KOLAS 국제공인시험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수분량자동측정기기에 대한 KOLAS 공인

시험기관 시험범위로 인정받아 해당기기에 대한 KOLAS 공인시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Korea Environmental Measurements Istitute CO., LTD.

Website www.kemti.co.kr

제품소개 PRODUCTS

Hello, we are Korea Environmental Measurements 
Testing Institute CO., LTD. We provide testing and 
inspection services for environmental measurement 
equipment, both as a KOLAS international ly 
accredited testing institute and as a quality 
inspection(it called 정도검사) agency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of Korea. Our 
qualified personnel are committed to operational 
safety as well as minimizing business risks and 
the potential for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This three-fold commitment is backed by decades 
of experience, leadership, and a strong focus on 
quality.

회사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stablishment

C E O

김 양 우

2012년

2012

Yang-Woo, Kim

T E L 031-498-3357

F A X 031-8041-3359

E - m a i l kemti@kemt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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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978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람과 자연이 만족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환경기관을 비전으로 

수생태 복원관리 선진화, 환경교육홍보 내실화, 환경조사연구 역량 강화, 환경기업 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 5대 전략목표를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환경오염물질 및 하천 수질·유량 등 조사연구

○ 환경기술 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학교·사회 환경교육

○ 대국민 환경보전 홍보

○ 수질 환경개선 및 수변생태계 복원

○ 중소환경기업 지원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제44회를 맞이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환경산업과 탄소중립분야를 망라하는 국내 대표 환경산업 B2B

전시회로 매년 250여개 환경기업이 참가하고 4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10여건의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 됩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수출상담회, 내수구매

상담회 등 국내외 판로개척과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6. 7.(수) ~ 6. 9.(금), 서울 삼성동 COEX A홀

○ 주최 및 주관 :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협회

○ 개최 규모 : 250개 기업, 10,368㎡

○ 전시 품목

 - 환경산업기술분야 : 수질, 대기, 폐기물, 측정분석기기, 친환경상품,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화학, 정책홍보 등 

 - 탄소중립 분야 : 탄소포집, 친환경자동차산업, 수소,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발전, 바이오가스 등 

환경보전협회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Website www.epa.or.kr

회사소개

제품소개

대 표 자

설 립 년 도

Yea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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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O

김 혜 애

1978년

1978

Kim Hye Ae

T E L 02-3407-1500

F A X 02-3409-8352

E - m a i l envex@epa.or.kr





2023. 11.8.(수)~11.10.(금)

송도컨벤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