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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개요

신천지 환경그룹은 2002년에 설립 . 중국의

에 너 지 절약 ・ 환 경 보 호 전략 등 신 흥

산업분야에서의 톱 기업으로서 「중국의 톱,

세계적인 환경자원 브랜드」 구축에 힘을 넣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 ・중국 순환형

경제협회・중국 물자재생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하이테크기업 인정을 받고

있다.

그룹 규모: 50개 자회사, 국가레벨 정맥산업원

1개 및 6개 「도시광산」모델기지.

주요 업무: 친환경 폐기물수집, 「도시광산」의

자원개발・이용,환경대책.

１．그룹의개요

정부의벤치마크 모델프로젝트

중국최초국가레벨정맥산업류

생태공업모델원구

중국최초국가도시광산모델기지

전국최초폐가전자원화프로젝트

전국재생자원회수시스템모델프로젝트

상무부최초의 「지역폐자동차

해체・파쇄센터」모델프로젝트

중국최초의소각시스템오염물질배출지표가

EU기준을달성한위험폐기물처리센터

전국 10대원구순환형경제모델중하나



청도서새과정맥산업연구원

산동성신천지정맥산업원아카데미션워크스테이션

호남성동강호수역보호아카데미션워크스테이션

중국공정원 아카데미션프로젝트기술센터

국가환경보호폐자동차・폐가전자원종합이용프로젝트

기술센터

「도시광산」프로젝트기술산업화기지연구개발센터

정부의법규・업계와관련된기준 10여건, 신청특허수

60건에달한다. 오염토양복원의핵심특허 4건이국가

특허우수상을획득, 많은핵심기술이 「국가중점환경보호

기술」・「국가중환경보호실용기술모델프로젝트」・「국가

중점신제품」계획이되는등국내톱수준에달하고있다.

과학기술서포트플랫폼

국내 회수시스템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및플랫폼에의해

전국산업고형폐기물・재생자원・생활쓰레기를커버하는친환경회수

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

2. 업무내용 친환경회수

신천지는국내외두개의자원회수시스템구축에전력

국외회수시스템

청도 「도시광산」모델기지・중경 「도시광산」모델기지를거점으로

국제재생자원마켓을조성하여국제적인재생자원회수이용을실현.

표준화된회수거점・순회수거차량

「환경보호 관리인--해패카드」 헌옷회수박스



업무내용 폐가전・폐자동차 자원화이용

폐자동차차체파쇄라인

소형차해체라인

청도 폐가전자원화프로젝트

중국 최초의 폐가전 전자제품의 회수 해체 및

자원화 이용모델이며 순환형 경제모델 기관이다.

현재, 전국의 폐자동차 자원화이용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높은 처리능력을 자랑하며

해체 이용능력은 30만대에 달한다. 중국에서

첫번째 지역폐자동차 파쇄센터 모델 프로젝트이며

정부의 폐자동차 부품 파트 재생산 모델

프로젝트이다. 이미 전국 10개 이상의 성에 폐자동차

처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의폐플라스틱 분류재생・개질기술을

갖추고 있다. 국가특허를 취득하고 처리 후의플라스틱 순도는 95% 이상에

달한다. 환경보호 플라스틱은 SGS사의 ROHS 인증을 받고 있다.

귀금속 추출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원료 조달처: 폐가전 해체라인으로부터 나오는

회로기판・폐자동차의 3원촉매 컨버터・구리를 포함한 에징액 등.

제품: 금・은・백금・팔라듐, 구리 등의 귀금속.

청도귀금속추출프로젝트 섬서전해구리프로젝트탑하폐플라스틱프로젝트청도폐플라스틱프로젝트

업무내용 폐플라스틱자원화이용・
귀금속 회수



섬서성위험폐기물처리센터

2008년올림픽 요트경기인프라
시설인청도위험폐기물 처리센터

청해로이목위험폐기물

안전매립장

청도의료폐기물처리센터

「폐기물의종합이용・집중

소각・안전매립」에의한

삼위일체모델

소각시스템은국내선진적

EU2000 기준을 달성

전국위험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기술혁신연맹첫모델프로젝트

산동성산업고형폐기물처리센터

업무내용 산업고형폐기물 처리

3.  환경대책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

광미오염

종합대책

하천・호
소및그
유역의
생태복원

비정규
쓰레기
매립장
이전・정비

오수처리장
투자・건설
・운영

업무내용

국제적 선진복원기술을 가지고

국내외 대학 기관과협력하여

환경복원 파일럿테스트 검사

측정센터를 구축.

중국환경과학원과 함께매립장 복원

모델기지를 건설, 이미국내외 40건의

안건을 처리, 50개이상의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10건이상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크롬에 의한오염토양의

해독기술 특허는중국특허우수상

중국 순환형경제협회 일등상을

수상하였다.



오크마(AUCMA) 오수처리센터

운영・위탁관리프로젝트

호남의생활쓰레기매립장

서비스업무위탁프로젝트

호남생활쓰레기 열분해프로젝트

노후화된공업단지의정련고형폐기물・
오염토양의안전처리프로젝트

중한중금속오염토양 복원프로젝트 동강호수질정화프로젝트

신천지는 국내외의 훌륭한

파트너와의 교류・협력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아름다운 환경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