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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썬시스템즈(주) 2 캐나다,중국 펌프,  전기투석장치

A04 (주)유토 2 한국 멤브레인

A05 한중환경 1 한국 레이크 평면 스크린

A06 (주)제타크리젠 1 한국 수중청소로봇, 파공봉쇄로봇

A08 샘텍이엔씨 2 한국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A09 (주)한국이앤아이 1 중국 전자유량계

A11 (주)한미엔텍 2 한국 HMFD(슬러지건조기), 앱을 이용한 운영관리시스템

A13 (주)제왕터보텍 2 한국 송풍기

A14 (주)미래산업 1 한국 유수분리조

A15 (주)에스아이멤브레인 1 독일, 미국 UF 및 TMF 멤브레인

A17 (재)경기테크노파크 2 한국 정부지원사업안내서

A19 (주)동방수기 2 한국 현장발생현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기

A20 (주)자이로 1 한국 자이로펌프

A22 죽암건설(주) 2 한국 축전식탈염장치

A24 (주)터보젠 2 한국 협잡물탈수기

A25 (주)호승기업 1 한국 오.폐수처리플랜트,유수분리기,질소발생기,바이오가스업그레이드유닛

A26 리가오 코리아 1 중국 정량펌프

A27 코리아 슬롯(주) 1 한국 수처리용 필터

A28 (주)미드니 3 한국 자외선 살균장치

A29 (주)삼산코리아 3 한국 케미칼정량펌프,수질계측기외

A31 글로벌엔필텍 2 한국 가변세공구조 정밀여과필터

A33 (주)에이비테크 2 한국 연속흐름반응기

A35 (주)일신종합환경 2 한국 난분해성물질의 흡착 및 동시재생시스템

A37 (주)종합해사 2 한국 원심탈수기

A39 (주)피코그램 2 한국,덴마크 정삼투, 역삼투 멤브레인

A41 텝스텍(주) 2 중국 멤브레인,수지탱크,계측기 등

A42 (주)엘켐텍 2 한국 소금물전기분해장치, 수소발생기,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B01 (주)로얄정공 10 한국 원심분리기 외

B04 (주)주호산업 4 한국 산업용펌프

B05 정우이엔티(주) 8 한국 스스로 분리막 세정하는 이삭MBR 수처리 시스템

B06 (주)이앤이솔루션 1 한국 디켄터, 드럼스크린, 분리막

B07 (주)창조테크노 1 한국 전기투석장치

B08-1 이안무역상사 2 스위스, 미국 TOC, TN, TP, DO 수질 자동 측정 시스템

B08-2 프로미넌트코리아(주) 2 독일 정량펌프, 센서, 컨트롤러, 유량계

B09 한수테크니칼서비스 8 한국 초순수 및 폐수재이용System

B10 미래그린텍(주) 1 한국 산기장치외

B11 지원펌프테크 1 한국 에어정량펌프

B12 (주)플루엔 4 한국 원심탈수기

B13 케이팩코리아(주) 6 한국 경사판가압부상조

B14 (주)중원에스엠이티 2 한국,프랑스,미국 미세기포발생장비, 마그네트 펌프, 하이드라셀펌프,기어펌프,호스펌프,모노펌프

B17 상정상사(주) 1 노르웨이 생물막 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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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주)에이알케이 4 한국 탈수기

B19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 8 독일, 미국, 스웨덴 Ozon Generator & Solution, Pump

B20 싸이스트㈜ 1 한국 실시산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B21 한국이엠비기술(주) 1 한국 OH RADICAL수 장치

B22 (주)송포하이테크 4 한국 원심탈수기,원심분리기,삼상분리기,원심농축기

B23-1 (주)생 4 한국 섬유필터 정수 시스템,

B23-2 자인테크놀로지(주) 1 한국 초음파유량계/휴대용유량계,초음파수도미터

B23-3 한국환경산업협회 4 한국 환경부지원사업 및 협회홍보

B23-4 (주)에코센스 1 한국 Off-gas 분석장치

B23-5 앱스필 2 한국 산업용 필터 및 초순수 시스템

B23-6 (주)지이테크 2 한국 전기집진기

B24 한국환경공단 10 한국 홍보일반

B27 (주)오에치케이 4 한국 원통형 원심탈수장치, 유동판식 농축탈수장지, 유동판식 농축장치 등

C01 (주)유성엔지니어링 10 한국 탈취기, 소화가스재활용설비, 스크류펌프

C03 천세산업(주) 2 한국 스무디 정량펌프

C04 (주)이화에코시스템 4 한국 원심탈수기,탈취기

C04 (주)천보엔지니어링 4 한국 공기압컨베이어

C05 대신엠씨(주)(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신발먼지흡입매트

C05 (주)데오테크 한국 이산화염소(Clo2) 가스 장치를 이용한  악취 저감 장치

C05 (주)동일그린시스(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미세먼지측정기

C05 (주)디엔씨(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초음파 및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 처리 장치

C05 (주)스마트시티그리드(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SCG 스마트에어

C05 씨에이티(주) 한국 응축성미세먼지장치

C05 에스비이앤이 미국, 영국 다항목수질계측기

C05 (주)엔피알 한국

C05 (주)엠에스이노베이션(환경산업연구단 한국 실시간기상관측장비

C05 (주)이피에스(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슬러지 재생에너지 전환 기술

C05 케이원에코텍(주)(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가압필터여과기

C05 케이하나시멘트(주)(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케이멘트7

C05 (주)코르크월드(환경산업연구단지) 한국, 포르투갈 벽면녹화, 탄화코르크보드

C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산업연구단지) 20 한국 환경산업연구단지

C06 한국우시오(주) 4 일본, 독일 수처리 및 공기살균

C07 (주)홍우엔지니어링 2 한국 유동링 자전구조의 다중원판 농축기

C09 (주)무한기술 6 한국 원심분리기

D01 (주)일성 4 한국 펌프

D01-1 한광물산 1 한국 우수토실

D01-2 (주)이코존 1 한국 무세제 수도꼭지

D01-3 오우라코리아 2 일본, 한국 하폐수처리기술, 산기관, 산소저감장치

D01-4 아미상사 1 한국 에어펌프

D01-5 에코피스(주) 1 한국 담수 수질 정화 시스템

D02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8 한국 슬러지 감량설비

D03 (주)삼진정밀 6 한국 독립형마을정수장치

D04 (주)화인 6 한국 전기침투탈수기, 원심탈수기, 스크류프레스, 모노맥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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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 (주)켐텍 6 일본 용존공기부상 시스템

D07 고려기술 2 한국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D08 (주)에싸 4 한국 3-way 스크린

D10 와치워터코리아 2 독일 친환경 수처리 여과재

D11 (주)신한펌프테크 4 한국 스프르트 펌프

D13 빛나매크로(주) 2 한국 탈수기

D14 기산수기 4 한국 수중펌프 및 교반기

E01 동우옵트론(주) 6 한국 연소가스측정기

E05 (주)휴마스 3 한국 온라인 수질분석기 TOC TN TP

E06 에이티프런티어(주) 1 뉴질랜드 실시간 질량분석기

E07 (주)한국산업기기 2 한국,스위스 가스분석기 분진측정기 유해가스분석기

E09 동문이엔티(주) 2 미국 수질측정기

E10 (주)퓨어스피어 1 한국 촉매

E13 누리플랜 3 한국 고효율 백연및 분진저감시스템

E14 (주)비엔비옵토 1 스위스 MFC, MFM, IR Source

E15 비엘프로세스(주) 2 한국,독일,미국 총인,총질소,총유기탄소,독성,중금속 측정기외

E16 동양시스템전자(주) 2 일본 COD, TN TP

E18 (주)스완아나리티칼코리아 2 스위스 계측기

E22 한국시멘트협회 4 한국 순환자원

E23 알평기계 1 한국 완전 전자동 필타프레스

E24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2 한국 협회 홍보

E25 정우이엔티(주) 1 한국 악취 제거용 흡착제 및 VOC 제거용 흡착제

E26 켐토피아 1 한국 화학물질관리시스템

E27 유림필터(주) 1 한국 여과판 AOD 펌프

E28 영인에스티(주) 1 미국 TOC 분석기

E29 (주)씨티에이 1 한국 화학물질 관리 제품

E33 SHANXI NEW LINK ENVIRONMENT TECHNOLOGY CO., LTD. 1 중국 activated carbon

E34 Shanghai SINAP Membrane Science & Technology Co.,Ltd. 1 중국 Membrane

E35 EVERISE TECHNOLOGY LTD. 1 중국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s

E36 Schletter Solar Mounting Group 1 중국 solar mouting system

E38 (주)에이맨 2 대만 펌프

E39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주) 4 스페인 오토 디스크 필터

E4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4 덴마크 어린이 구호 물품

E45 광신열력㈜ 2 한국 폐수열회수형 열 교환기

E46 (주)한진펌프 2 한국 수중펌프

E47 모나스펌프(주) 2 한국 모노 펌프

F01 호리바코리아(주) 6 일본 굴뚝배출가스 자동 분석 시스템 외

F04 서원티엠에스 4 핀란드 FTIR

F05 (주)이앤인스트루먼트 2 미국 미세먼지채취기

F06 케이티 2 한국 GiGA IoT Air Map서비스

F09 다호물산(주) 6 한국 분쇄기, 김은철 부장

F1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한국 DPF 장치 등

F13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4 한국 홍보물 및 재활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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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4 한국 기관홍보

F14 (주)엔비스 2 한국 음식물처리기

F15 (주)이앤티바이오 2 한국 음식물소멸처리기

F17 (주)콘포테크 2 한국 음식물처리기

F20 (사)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 1 한국 협회 및 조합 홍보

F21 아인텍(주) 1 한국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F22 성진하이쿨(주) 2 한국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

F24 (주)에스제이 코리아 산업 6 독일, 오스트리아 파쇄기,분쇄기,선별기

F25 (주)벨트란 코리아 1 미국, 영국 습식 전기집진기, 가스화, 신재생에너지, 공해제어

F26 (주)에너스 1 한국 DMV(Dynamic Multi Venturi)

F27 포겔상코리아 2 독일 로터리 로브 펌프, 파쇄기, BioCrack

F29 Balmoral Industrial Tanks Ltd 1 영국 Water/Wastewater/AD storage tanks

F30 TAIWAN PRESS CO.,LTD((주)에프앤디테크) 1 대만 진공건조필터프레스

F31 IE-EXPO Shanghai 1 중국 IE-EXPO Shanghai

F32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1 한국 대한민국 대표 환경·에너지 통합 전문 전시회

F33 GREEN TAG (U) LTD 1 우간다 LOW MOISTURE CONTENT

F34 Avista Technologies, Inc / (주)새벽두레 1 미국 Chemical Supplier

G01 (주)가스테크 2 일본 검지관, 기체채취기, 측정기

G03 (주)그린플로우 2 한국 수량계, 유량계, TMS

G06 (주)케이엔알 2 한국 분석 시스템

G07 (주)에이피엠엔지니어링 6 한국 미세먼지 측정기

G08 기술과환경(주) 1 한국 다항목수질계측기

G09 (주)다올이엔지 1 한국 탁도,잔류염소,pH측정기,생물감시,중금속,영양염류측정기,조류및오일모니터링

G10 (주)센서로닉 2 한국 미세먼지측정기

G12 썬라이징(주) 1 한국 실내공기질센서

G14 KNJ엔지니어링(주) 6 미국 대기오염측정 시스템

G15 (주)한성더스트킹 2 한국 카트리지 필터

G17 (주)비엘이엔아이 2 독일 PowerMon

G20 한소(주) 2 한국 촉매, 흡착제 등

G21 (주)우리환경기술 6 독일 먼지 측정기기 외

G22 (주)청류에프앤에스 2 한국 바이오가스정제설비, 초미세먼지제거장비, 석탄건류가스정제설비, 열분해가스정제설비

G24 정풍산업기계 2 한국 협잡물박스

G26 (주)한국기계엔지니어링 1 한국 분쇄기

G28 (주)제이에스티 6 한국 모형(파쇄기, 분쇄기, 성형기)

G29 동일상사 2 미국 성형기, 분쇄기, 파쇄기

G31 제이앤에이치컴퍼니 1 한국 음식물 처리기

G32 (주)아이제이아이엔씨 1 영국 기름흡착제 스필하운드

G33 지성테크(주) 2 오스트리아 수냉식 화격자

G34 썬테크 글로벌 6 한국 건조기

G35 에버트레이딩 2 미국 토양오염방지팔레트

G37 유케어텍 1 한국 유케어매트

G38 (주)범석엔지니어링 1 한국 냉매회수정제장치

G39 (주)대명에스코 1 한국 폐기열 회수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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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한국 폐기물 위생매립, 자원화, 공원화 패널

G42 (주)디티알 오토모티브 2 한국 산업용 축전지

G44 (주)파인텍 1 한국 수분리 시스템

G45 (주)대종에이오피 1 한국 살균기. 마이크로버블장치

G46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8 한국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홍보

H01 (주)엘가 1 한국 TOC 수질계측기

H02 (주)새한하이테크 1 영국 PROTEA AtmosFIR CEMS ANALYZER

H03 (주)지니아텍 1 한국 전기집진기

H04 에스테코 1 일본 TOC 자동연속측정분석기

H05 (주)센트리 1 한국 미세먼지 측정기 외미세먼지 측정기 외

H06 아이지엘 2 미국 플로우 미터

H08 아이비머티리얼즈 1 한국 CMF, TiO2 Photo Catalyst Module,SiC bead, Zeolite Honeycomb

H10 에이에프티(주) 2 한국 필터백

H11 한창기전(주) 1 한국 수질계측기기,플라즈마수처리시스템

H12 (주)피에스텍 1 한국 전기집진기용 MPS

H13 코리아디지탈(주) 1 한국 CO2, O2, EC, pH 트랜스미터 및 컨트롤러

H14 비앤이테크 1 한국 탈황, 탈취 시스템, 대기오염방지시설 

H15 (주)비룡 1 일본 가스제거시설

H16 (주)와이즈센싱 1 한국 IoT실내공기질측정기, 악취모니터링

H17 (주)대호이엠이 2 미국 유기탄소측정기

H19 녹색기술센터 1 한국 기관홍보-정책연구, 글로벌협력

H20 환경미디어 1 한국 환경미디어

H21 한국상하수도협회 1 한국 WATER KOREA

H22 메카룩스 1 한국 수동, 자동 저스트

H23 환경관리연구소 1 한국 월간환경기술

H24 김대중컨벤션센터 1 한국 수처리 기술,폐기물처리기술,대기오염 방지기술

H25 (주)에코앤퓨쳐 1 한국 퓨쳐에코(월간 전문지)

H26 (주)플린트랩 1 한국 폐식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난방기

H27 (주)삼씨 1 한국 지능형 에너지 & 환경 통합 운영 유닛

H28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 한국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H29 (주)이앤켐솔루션 1 한국 황화수소 & 실록산 흡착제

H30 선진B&T 2 한국 탈취제

H32 광주과학기술원 2 한국 CO2흡수제 및 흡수제 재상방법 기술 외

H34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1 한국 수질개선장치

H35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 한국

H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한국 연료전지, 2차전지, 친환경소재

K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한국 초미세먼지 측정기술 개발

K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한국 플라스틱선별, PET, PU, 고무

K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 한국 기관 및 추진사업 홍보

K02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1 한국 초미세먼지 질량 및 수농도 측정기술을 통한 초소형 측정장비(AMNAS) 개발

K03 한국수자원공사 1 한국 기관홍보

K04 수자원기술(주) 1 한국 파이프케어

K05 수원대학교 3 한국 인공지능 및 레이저 유도 기술 기반 플라스틱 자동선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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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 (주)에이스엔 1 한국 악취 측정 분석기, 악취 시료 포집기, 악취 센서 측정 모니터링 장치

K07 (주)세스코 1 한국 다항목 측정기기, 모니터링시스템, 공기청정기

K08 경상대학교 1 한국 페타이어 재활용 층간소음저감판, 미세분말

K09 (주)시온텍 1 한국 PET계 미활용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및 용도 다변화 기술

K10 정우화인(주) 1 한국 PU계 미활용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및 순환활용 기술

K11 (주)블루플래닛 1 한국 소형 엔진

K12 대림오토바이 1 한국 모터싸이클

K13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 한국 환경위성탑재체 알고리즘 개발 연구단

K14 현대자동차 4 한국 터보과급 LPG 직접분사 1톤 트럭

K15 국제종합기계 3 한국 트랙터

K16 (주)쓰리에이씨 1 한국 필터

K17 (주)켄텍 1 한국 초미세먼지측정기

K18 (주)나라컨트롤 1 한국 디졸베이터,멀티가스측정기

K19 (주)휴마스 1 한국 TOC/TN/TP 자동 분석기

K20 해성엔지니어링(주) 1 한국 맞춤형 초미세버블 AOP기포를 이용한 저에너지 하폐수방류수 재이용 처리장치

K21 서울시립대학교 1 한국 미생물고정화담체

K22 (주)리엔텍엔지니어링 1 한국 슬러기 기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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