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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Groundwater Remediation Technologies의 약어로 지
중에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유출되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과학적인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생명체에 무해하게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의미이다.

사업분야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토양환경 평가 수자원 재이용 사업

등록 및 인증현황

- 사업자등록증,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 토양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등록, 폐기물중간처리업
- 기업부설연구소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 벤처기업인증, ISO 9001:2008, ISO 1400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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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특허기술

토양 관련 대표특허

번
호

특허/신기술명 관련번호 기타

유기성 슬러지를 이용한 미생물 제제 생산방법 10-
0944348

교반조가 구비된 미생물제제 살포장치 10-
1165675

생물학적 토양정화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를
이용한 알칼리제 제조 및 이의 적용방법

10-
1352078

단계별 연속식 고도선별과 오염부하별 차등식
중금속 제거
공정을 결합한 고농도 오염토양 정화시스템 및
정화방법

10-
1375482

오염된 조대토양의 선별처리에 의한 오염토양
의 정화시스템 및 정화방법

10-
1167478

건식분상화에 의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입도별
선택 정화시스템 및 정화방법

10-
1194925

진공벨트필터를 이용한 오염토양 탈수장치 10-
1194931

오염토양 선별용 마이크로 하이드로사이클론, 
이를 이용한 오염토양 선별용 다단형 마이크로
하이드로사이클론 및 오염토양 선별방법

10-
1207131

다단형 싸이클론을 이용한 선택적 토양입자 분
리기법과 3가철 개질활성탄을 활용한 무방류형
세척기법으로 구성된 비소 오염토양 정화기술

13.10.07 ~ 
16.10.06

신기술
인증

수처리 관련 대표특허

번
호

특허/신기술명 관련번호 기타

빗물 정화 재활용 시스템 10-
1141698

오·우수 분리장치 및 초기우수 배제
장치

10-
1305591

초기빗물배제기능이 구비된 빗물재
활용 장치

10-
1613663

이동식 수처리 장치 10-2015-
0180732

토양오염정화 특허기술 다수 보유
: 오염토양 세척기술 포함
총 15건 보유

수처리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 오염지하수 처리기술 포함
총 9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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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유류오염토양 정화

자사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Land farming (Ex-situ) 특허보유

공기 가압수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동시 정화기술 (In-situ) 특허보유

Micro bubble

BTEX       

Soil

BTEX

Micro bubbl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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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동전기 기술(Electrokinetic Process)(On-situ) 

토양세척법(Soil Washing) (Ex-situ)  특허/신기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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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오염 지하수 및 세척폐수 정화

이동형 지하수 처리 시스템 - 특허보유

중금속 오염지하수 정화기술(In-situ) 특허보유

pH ControlReactor

Calcium hydroxide

Lim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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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유류오염토양/지하수 정화모식도 중금속오염토양 정화모식도

<전반적인 유류오염토양/지하수 정화공정> <전반적인 중금속 오염토양세척공정>

<유류오염토양/지하수 확산 방지공정> <중금속 용출조 및 산 세척조 공정> 7

ISO 9001:2008 Certificate

ISO 14001:2004 Certificate

INNO-BIZ Certificate

Venture company Certificate

ISO 9001:2008 Certificate

ISO 14001:2004 Certificate

INNO-BIZ Certificate

Venture compan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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