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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UndAI green tech co.,Ltd.

Greeting Message Business Introduction  - 사업개요

Production Capacity  - 생산능력

환경을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현대그린텍

자사는 환경부로 부터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재활용업을 득하여 화학포장용기를 재생하는 업체로 

1982년 창업이래(상호”수암상사”) 오직 한길만을 걸어 왔습니다.

다년간 쌓은 노하우와 최신의 설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고품질의 재생화학포장용기를 생산하여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적 이익창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은 맡은바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 지향적인 핵심역량의 집중, 품질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객중심 경영에 힘쓰며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그린텍 임직원 일동

Steel Drum              1,500EA/일

  30,000EA/월

360,000EA/년

PE/PVC Drums       1,000EA/일

  20,000EA/월

240,000EA/년

1톤 용기                      150EA/일

  3,000EA/월

36,000EA/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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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텍 임직원 일동

폐용기(드럼류, 탱크류) 수거
전용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수거

지정, 일반 폐기물 처리

Reconditioning
30년간의 노하우

   최신화된 자동화설비

고품질의 재생 화학포장용기 납품
자연을 생각한 자원 재활용.

  화학 포장비용 50%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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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UndAI green tech co.,Ltd.

Product Information  - 제품소개

환경을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현대그린텍

Steel Drums - 재생

IBC,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탱크류

PE/PVC Drums - 재생ㆍ신품

■ 1-1 밀폐형 드럼

■ 2-1 밀폐형 드럼

■ 1-2 오픈형 드럼

■ 2-2 오픈형 드럼

■ 1-3 이중드럼

ㆍ용 량  200ℓ

ㆍ용 도 철이 부식되지 않는 액상의 
           화학제품 포장

ㆍ타 입 A관, B관, 코팅드럼

ㆍ용 량  200ℓ, 100ℓ

ㆍ용 도 강산, 강알칼리류 및 액상의 
           화학제품 포장

ㆍ용 량  200ℓ, 100ℓ

ㆍ용 도 분말, 고체, 겔 타입의 화학제품 포장

ㆍ용 량  200ℓ, 150ℓ, 100ℓ, 50ℓ

ㆍ용 도 분말, 고체, 겔 타입의 화학제품 포장

ㆍ용 량  200ℓ

ㆍ용 도 철이 부식되는 강산 및 강알칼리의 
           액상의 화학제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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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 제품소개

Steel Drums - 재생

IBC,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탱크류

PE/PVC Drums - 재생ㆍ신품

■ 3-1 1톤 탱크 [재생ㆍ신품]

■ 3-2 1톤 탱크 반제품 [외부 철프레임(재생) + 내부 내피(신품)]

■ 3-3 0.6톤 탱크 [재생]

■ 3-4 1톤 기타 [1.2톤 탱크, 유색내피]

■ 1-3 이중드럼

ㆍ용 량  200ℓ

ㆍ용 도 철이 부식되는 강산 및 강알칼리의 
           액상의 화학제품 포장

용 량 1000ℓ(275갤론)

외 부 치 수 1000×1200×1160mm(L×W×H)

마 개 치 수 하부(50, 80mm), 상부(150mm, 기타)

무 게 60kg

재 질 철제(외부프레임), HDPE(내피)

밸 브 종 류 Ball, Butterfly 밸브

파렛트종류 철제 / 플라스틱 / 나무 파렛트

용 량 600ℓ

외 부 치 수 800×1200×1020mm(L×W×H)

마 개 치 수 하부(80mm), 상부(150mm)

무 게 53kg

재 질 철제(외부프레임), HDPE(내피)

밸 브 종 류 Butterfly 밸브

파렛트종류 플라스틱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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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YUndAI green tech co.,Ltd.

Equipment Information  - 설비소개

다년간의 개발기간을 통한 동종업계 최초/최신 설비 도입으로 최고의 품질구현

Recycling Process  - 재생공정

Steel Drum 라인

동종 업계 최고의 자동화율 구현.

타사 대비 투입 인원 5인 이상 감축. 

생산원가 절감으로 판매단가 경쟁력향상.

자동 악취 제거 설비 및 최신 설비로 최고의 품질 구현 가능. 

PE/PVC Drum 라인 - 밀폐형

동종 업계 대비 월등한 세척압 및 자제 세척노즐 개발로 세척력 향상. 

최신 설비로 최고의 품질 구현 

PE/PVC Drum 라인 - 오픈형

5년간의 개발기간을 통한 동종업계 최초의 자동화 라인구현

1톤 용기 라인

월등한 세척압으로 세척력 향상.

악취 제거 설비 및 최신 설비로 최고의 품질구현 가능. 

폐수 재이용 설비

동종 업계 최초 자체 폐수 재이용 설비.

(타사 : 위탁,  중간처리/방류)

원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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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부가열 및 
         내용물제거

06  스팀소독 및 
         냄새제거

10  누유검사

14  최종검사

03  외부정형

07  내부건조

11  외부표면처리(쇼트)

15  무게검사 및
         식별표시

04  내부세척(세척볼)

08  외부세척

12  도장

16  출고

01  입고

05  내부세척(용제)

09  내외부 검사

13  페인트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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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오로 439-53(토진리 308-2)

TEL: 031) 682-8813~4  FAX: 682-8829

www.hdgreentech.com

인허가 사항

환경청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별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필

경기도    대기배출 시설 신고필
폐수배출 시설 신고필

평택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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