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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인사말 

비교를 거부합니다. 
30년 전통과 노하우 가진
㈜국제환경기술

관리부 총무부 기술부 연구개발부

대표이사



보유
기술
인력

연구
보조
인력

기술
자문
위원

환경공학박사 임수빈
(現 경성대학교 교수)

환경공학박사 1명

토목공학사 1명

환경공학석사 1명
환경공학석사 2명

식품공학석사 1명
 (미생물 분야)산업공학사 1명

환경공학박사 엄태규
(現 경성대학교 교수)

www.ketco.kr  I  5

>> 연구원 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면허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1호

 

대표이사 공학박사

이 진 석

( 주 ) 국 제 환 경 기 술 은  유 기 성  폐 기 물  자 원 화  설 비  구 축 에  특 화 된  전 문  환 경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199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가축분뇨 고액분리기와 

음식물 탈수기를 자체 개발하여 2021년 현재 다양한 유기성폐기물(가축분뇨, 도축

부산물, 수산부산물, 음식물류폐기물, 농산슬러지 등)에 적용 가능한 고액분리기술과 

탈수기술을 구축하여 국내외 1,000여 개소 이상의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가축사육 

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시설, 수산가공시설, 하폐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플랜트

등 여러 분야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자가발열 바실러스 액체비료생산 공정(A2B process)을 개발,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젯트이젝터, 볼텍스 

산기장치 및 살수장치, 외부형 젯트이젝터, 탈취기, 고속발효기, 미생물배양장치 등 

관련기술 구축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자가발열 바이오가스 공정

(A3 process)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개의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을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2세 경영의 실천은 1세대의 노하우와 2세대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장인정신을 이어 감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주)국제환경기

술과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로 

나아가 World Best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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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9 1990 1998 2007
국제기계설립 대한민국 최초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및 음식물탈수기 개발 보급

국제환경기계 

사명 전환

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개발 보급 

2017
베트남 HISTA,

미국 ECOLOCAP,
말레이시아 JK Engineering 수출달성, 

부산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표창

2018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본사 이전 (강서구 녹산동)

2019
일본 AISIN Group,

베트남 GREEN FEED 수출 ,
ISO 9001:2015KS Q 획득

2020
베트남 HAGL Group 수출

캄보디아 GREEN FEED CBD. 수출 
연구소 설립 (남구 대연동)

ASIA

AGENT

NORTH 
AMERICA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국

연혁 및 소개

미국

GLOBAL
NETWORK
HISTA ENVIRONMENTAL CORPORATION 
Address : No.4, Street No.9, Quarter 4, Hiep Binh Phuoc Ward, 
                Thu Duc Dist, HCM City, VIETNAM
Website : www.hista.vn email: info@hista.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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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6
일본 PMJ 첫 수출, 

부산엑스포트클럽 회원사

㈜국제환경기술 법인설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유기성 폐기물 탈수기
 개발 보급

대한민국 최초 가축분뇨 
액비화 기술 녹색기술인증 획득

ISO 14001:2009, K SI 7001:2011,
 K SI 7002:2011획득

2013
벤처기업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획득

2014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획득, 

(재)부산테크노파크 회원기업사

2015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우수과제표창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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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특허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IQNET 인증서] [한국무역협회 회원증][처리시설설계 등록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녹색기술 인증서] [ISO 9001 인증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ISO 14001 인증서]

[부산광역시 표창장][한국국제축산 박람회 우수상] [대한민국 문화예술복지 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표창장][한국산학연협 표창장] [부산테크노파크 표창장]

연혁 및 소개

>포상

>인증면허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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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고객사

[유기성 슬러지 탈수장치 특허증] [2단 탈수방식 고액분리기 특허증][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특허증] [스크루프레스 고액분리기 특허증] [상표등록증]

[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중국 특허증] [다단 스크린 일본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외부 제트 이젝터 특허증][악취 제거기 특허증]

[가축분뇨 액비화 특허증] [제트폭기장치 특허증][순환식 액비장치 특허증] [와류 산기장치 특허증] [롤러 압착식 고액분리기 특허증][바이오가스 특허증]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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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기 Dehydrator

>고액분리기 Separator

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Separator&Dehydrator

기술개발현황

2014 테이퍼 타입 탈수기 2013 테이퍼 타입 탈수기 2012 실린더 타입 탈수기 2011 실린더 타입 탈수기

2017 멀티스크린고액분리기

1991 최초 고액분리기

1997 진동스크린 고액분리기

2007 올인원 고액분리기

 2014 대용량 고액분리기

2018 모바일 고액분리기

1992 2차개발 고액분리기

1998 진동압축식 고액분리기

2007 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2016 벨트프레스 고액분리기

2019 스크류프레스 선별기

1994 3차 개발 고액분리기

2006 진동교반 고액분리기

2012 롤러프레스 고액분리기 

2016 올스텐 고액분리기

1996 고속원심 고액분리기 

2007 드럼 스크린 고액분리기

2014년 보급형 고액분리기

2016 후처리용 고액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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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설비 Liquid Fertilizer Plant

>기타설비 Other Plant

바이오가스 Biogas Plant

현장운전

2018 미생물 배양기

1996 안개분사기

 2014 와류 산기장치

액비설비 10톤/일 제품설치

Pilot 반응조 제작

액비설비 50톤/일 제품설치

2018 복합 탈취기

2006 고속발효기

2016 내열젯트폭기펌프

종슬러지식종

Pilot 반응조 설치

종슬러지식종

2019 다단 탈취기

2009 마이크로젯트폭기 펌프

2016 외부순환젯트폭기펌프

현장운전

Pilot 반응조 운전

현장운전

2019 고속 발효기

2010 볼텍스 산기장치

2016 악취제거기

액비설비 15톤/일 제품설치 

시료채취 

종슬러지식종

시료분석

2018 음식물 건조기

2010 볼텍스 살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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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TRODUCTION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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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SEPARATOR&DEHYDRATOR

액비설비
LIQUID FERTILIZER PLANT

바이오가스
BIOGA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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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정

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SEPARATOR & DEHYDRATOR

SEPARATOR 
&DEHYDRATOR

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01 Slot screen type의 Wedge wire

screen과 타공망을 적용함으로써,

반영구적 수명과 강력한 

탈수 능력을 보장합니다.
핵심부품 

02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구성

높은 부품을 적용하였습니다.구동부품 

03 과다유입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2차

오염의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안전장치

04
자동 세척장치를 장착하여

막힘 (폐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자동세척 

05
30년간 노하우를 통한 최적설계로

A/S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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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Fine Drum Screen - Screwpress Separator)

드럼-압축식 고액분리기 (Drum Screen-Screwpress Separator)

>> 설계 명세서 

>> 설계 명세서 

> 후처리용 고액분리기!

> 탁월한 성능!

> 강력한 내구성!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P2-2556 10~20 ㎥/hr
70±3%

5.25 kw 3,050X1,000X1,980 mm

KJP2-2558 15~30 ㎥/hr 7.75 kw 3,350X1,200X2,23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2-2016 10~20 ㎥/hr

70±3%

3.0 kw 2,750X700X1,650 mm

KJ2-2556 15~30 ㎥/hr 4.5 kw 2,950X750X1,850 mm

KJ2-2558 20~40 ㎥/hr 7.0 kw 3,250X950X2,230 mm

KJ2-3009 30~60 ㎥/hr 9.0 kw 3,950X1,050X2,380 mm

> 대용량 처리!

> 탁월한 성능!

> 강력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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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식 고액분리기 (Multi-Screen Screwpress Separator)

미세 진동스크린 / 진동-압축식 고액분리기 (Vibrating Screen / Vibrating Screen-Screwpress Separator)

>> 설계 명세서 

>> 설계 명세서 

> 탁월한 성능!

> 강력한 내구성!

> 우월한 경제성!

ALL NEW
MULTI-SCREEN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P-2016(M) 4~15 ㎥/hr (M : 3~12 ㎥/hr)

70±3%
(M : 75±3%)

2.2 kw 2,300X650X1,950 mm

KJP-2556(M) 6~25 ㎥/hr (M : 5~20 ㎥/hr) 3.75 kw 2,500X750X2,000 mm

KJP-2557(M) 8~30 ㎥/hr (M : 6~25 ㎥/hr)
3.75 kw

(M:5.5kw)
2,600X750X2,000 mm

(M : 2,650X750X2,000 mm)

KJP-2558(M) 10~35 ㎥/hr (M : 7~30 ㎥/hr) 5.5 kw 2,700X750X2,000 mm

KJP-3009(M) 15~45 ㎥/hr (M : 10~35 ㎥/hr) 7.5 kw 2,950X850X2,100 mm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V-600 3~5 ㎥/hr
80±3 % 0.4 kw

2,150X1,200X1,500 mm

KJV-800 4~10 ㎥/hr 2,150X1,400X1,500 mm

KJV2-2016 7~15 ㎥/hr
70±3 %

 2.6 kw 2,750X1,200X1,650 mm

KJV2-2556 10~20 ㎥/hr 4.1 kw 2,950X1,200X1,700 mm

KJV-Series KJV2-Series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PARATOR & DEHYDRATOR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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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압착식 고액분리기 (Rollerpress Separator)

드럼스크린 고액분리기 (Drum Screen Separator)

>> 설계 명세서 

>> 설계 명세서 

> 수분이 낮은 가축분뇨

   (낙농, 육우, 양계)에 최적화!

> SS농도 최적화!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R-500 3~10 ㎥/hr
73±3%

3.0 kw 1,800X1,300X1,300 mm

KJR-600 5~15 ㎥/hr 4.5 kw 1,900X1,400X1,40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D-500 3~10 ㎥/hr
80±3%

3.0 kw 2,500X750X1,100 mm

KJD-600 5~15 ㎥/hr 4.5 kw 2,600X850X1,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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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타입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Cylinder Type Screen Screwpress Dehydrator)

테이퍼타입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Tapered Type Screen Screwpress Dehydrator)

>> 설계 명세서 

>> 설계 명세서 

> 대용량 처리!

> 강력한 내구성!

> 고형물 회수율 극대화!

> 대용량 처리!

> 강력한 내구성!

> 완벽한 탈수력!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CD-2508 2 ㎥/hr

70~80%

5.5 kw 2,800X750X2,500 mm

KJCD-3009 3 ㎥/hr 7.5 kw 3,000X800X2,550 mm

KJCD-35010 4 ㎥/hr 11 kw 3,150X850X2,600 mm

KJCD-40012 5 ㎥/hr 15 kw 3,350X900X2,65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탈수 고형물 함수율
Moisture content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TD-2545 3 ㎥/hr
70~80%

7.5 kw 3,450X900X2,700 mm

KJTD-3050 5 ㎥/hr 11 kw 3,550X950X2,750 mm

SEPARATOR & DEHYDRATOR고액분리기 및 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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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프레스 선별기 (Screwpress Separator)

>> 설계 명세서 

모델명
Model

처리능력(유입수기준)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S-40030 2 ㎥/hr 15 kw 5,500X1,100X3,00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처리!

> 강력한 내구성!

> 우수한 선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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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설비 LIQUID FERTILIZER PLANT

주요공정

>> 공정 개략도

액비공정 'A2B'
(주)국제환경기술과 경성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최신 기술의 순환형 액비설비

01 02 03 04 0605 07
강력한 악취

제거능력
뛰어난 질소

보존능력
최적화 
설계

탁월한 세균
제거능력

우수한
생명력

농장순환
설계

고도의 종슬러지 
식종기술

민원발생 방지 고품질 액비생산

비용 절약

미생물 추가투여 

불필요

편리한 운전관리, 

경제적 시공비용

열악한 환경에서
도 생존 가능한 최
신공법에 적용되
는 Bacillus sp. 

균 적용

대장균 및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성 

세균 사멸

농장 내 처리수의 

순환 구조를 통한 

농장환경개선

LIQUID 
FERTILIZER 
PLANT
액비설비 

가축사육장액비분배탱크

액비반출 탈취기 퇴비반출

퇴비발효기

스키드 로더

고액분리기

분리된 고체
분리된 액체

블로워

볼텍스
산기장치

이젝터 (공기주입기)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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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설비 현장설치 사례

수중 젯트 이젝터 (Submersible Jet Ejector)

>> 설계 명세서 

※본 데이터는 수심 3m에서 실제 고액분리된 양돈분뇨를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모델명
Model

공기공급능력
Air supply capacity

내열온도
Heat resistant
temperature

소비전력
Power

용량
Capacity

최대수심
Max. depth

KJA-50 4.5±0.5 ㎥/min 80℃ 3.7 kw 150 ㎥ 5 m

KJA-75 5.0±0.5 ㎥/min 80℃ 5.5 kw 200 ㎥ 5 m

KJA-100 5.5±0.5 ㎥/min 80℃ 7.5 kw 300 ㎥ 5 m

> 강력한 공기공급 능력!

> 내열온도 80℃!

>> 숙성단계별 색상변화

유입단계 (회녹색) 발효단계 (진갈색) 숙성단계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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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발효기 (High speed fermenter)

>> 설계 명세서 

모델명
Model

처리능력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HSF-1000 1 ㎥/min 7.5 kw 3,500X1,500X2,60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효속도증진!

> 슬러지 감소!

액비설비 LIQUID FERTILIZER PLANT

모델명
Model

공기공급능력
Air supply capacity

소비전력
Power

용량
Capacity

최대수심
Max. depth

KJA-1000 6.5±0.5 ㎥/min 7.5 kw 300 ㎥ 5 m

외부 젯트 이젝터 (External Jet Ejector)

>> 설계 명세서 

※본 데이터는 수심 3m에서 실제 고액분리된 양돈분뇨를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 신개념 외부형 젯트 이젝터!

> 고효율, 고성능, 고내구성!



www.ketco.kr I 23

와류 살수장치 (Vortex Sprinkler)

>> 설계 명세서 

모델명
Model

크기
Size

살수유량
Capacity

접속구경
Connector size

KJVS Ø75X100mmX32 pt 0.2 ㎥/min PT 32A (Nipple)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와류 산기장치 (Vortex Diffuser)

>> 설계 명세서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크기
Size

 표준통기량
Standard aeration

표준산소전달효율
SOTE(150ℓ/minX5m depth)

재질
Material

접속구경
Connector size

KJVD-15 Ø60X10mmX15pt 150~200ℓ/min 16% ABS PT 15A (Nipple)

KJVD-20 Ø70X14mmX20pt 200~400ℓ/min 16% ABS PT 20A (Nipple)

> 효율적 거품(스컴)제거!

> 막힘 없는 설계, 편리한 유지관리!

> 반영구수명!

> 포기와 교반을 동시에!



24  I  www.ketco.kr

복합 탈취기 (Complex Deodorizer)

>> 설계 명세서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처리능력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CD-100 10 ㎥/min 8.1 kw 4,200X1,800X4,300 mm

KJCD-200 20 ㎥/min 11.9 kw 4,600X2,000X4,800 mm

> 신개념 2중 탈취방식!

> 바이오 탈취 기술로 안정적인 처리!

액비설비 LIQUID FERTILIZER PLANT

수중교반기 (Submersible agitator)

>> 설계 명세서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Model

교반능력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회전속도
Revolution (rpm)

KJSM 15-8F 6.0 ㎥/min 1.5 kw

875 (8P)
KJSM 22-8F 10.0 ㎥/min 2.2 kw

KJSM 37-8F 11.0 ㎥/min 3.7 kw

KJSM 55-8F 16.0 ㎥/min 5.5 kw

> 고액분리와 액비 생산 효율증대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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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탈취기 (Multistage Deodorizer)

>> 설계 명세서 

모델명
Model

처리능력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MD-400 40 ㎥/min 16.3 kw 4,600X2,800X3,800 mm

KJMD-600 60 ㎥/min 17.9 kw 6,300X2,800X3,800 mm

KJMD-800 80 ㎥/min 28.2 kw 6,600X3,400X3,80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Microbial Incubator)

>> 설계 명세서 

모델명
Model

배양능력
Capacity

소비전력
Power

크기
Size (L*W*H)

KJMI-100 1 ㎥ 11 kw 2,800X1,800X3,000 mm

※제품사양은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개념 다단 탈취방식!

> 바이오 + 케미컬 + UV 탈취기술로 안정적인 처리!

[설치도]

> 복합 미생물 배양 탁월!

> 혐기 / 호기 선택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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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BIOGAS PLANT

바이오가스 공정 'A3'

주요공정

(주)국제환경기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신개념의 바이오가스 설비

01 02 03 04 05

공법
획기적

운전비용
절감

경제적인
설치비용

ZERO
WASTE

에너지 이용
극대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신개념의

 친환경 공법

동절기 온도유지를 위

한 30% 이상의 유지

관리비용 절약

열교환기 설치 

불필요, 설치부지

 최소화

폐기물 100% 

자원화

바이오 가스 채산성
 증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

BIOGA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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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개략도

>> PILOT SCALE 반응조 운전

자가발열
호기소화조

자가발열
호기소화조

젯트이젝터

교반기

고액분리기

고속발효기 고속발효기

가스홀더

제습/탈황 가스발전기

탈취기 액비반출블로워 블로워
 스키드 로더

퇴비발효기

퇴비반출

교반기

젯트이젝터

혐기
소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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