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분리기·농축기·탈수기
SCREW DECANTER
THINKING OF HUMANITY AND NATURE
We always think about clean life for nature and human.
2020 NEP 신기술 인증 회사



기술력과 신념으로 성장하는 성진은 

기업의 모토만큼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성진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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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성진은 환경 분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의 발전을 일구어 온 기업입니다!

성진은 조달청 새싹기업을 거쳐 

벤쳐나라기업으로 지정,  조달 우수제품 기업, 

2020년 NEP 신기술 인증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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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농축·탈수기

Decanter

SUNGJIN PRODUCT

.  In order to ensure optimum performance, we carry out on-site inspection and ensure that the optimum design is    
   achieved for each site through various tests.
.  Automatic operation and manual operation are possible, and the optimal control method is appl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site.
.  Screw decanter reduce the amount of chemicals for flocculation and increase the treatment efficiency.
.  Dewatering efficiency is good.
.  It is possible to have a water content of 80% or less in 100% surplus sludge.

.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하며, 각종 테스트를 통하여 각 현장에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며, 각 현장의 여건에 따라 최적의 제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응집을 위한 약품이 절감되고 용량대비 처리효율이 좋다.

.  탈수효율이 매우 좋다.

.  100% 잉여 슬러지에서 함수율 80%이하로 가능하다.

www.sjeco.com

FEATUREINE 특징

100% 잉여슬러지에서 함수율 7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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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NEP 신제품 인증

20-FAZ0030

○ 제 조 업 체 명 : 성진

○ 대 표 자 성 명 : 김은수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98번길 21 

○ 수  검  공  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98번길 21 성진

○ 인  증  품  목 : 함수율 조절유닛 및 분리액 배출 보텍스가이드를 적용
한 원심 분리 농축 탈수기 [SJ250DTS 등 9종]

○ 성능검사 규격기준: 회사제시 규격

○ 인 증  유 효 기 간 : 2019. 08. 05. ~ 2022. 08. 04.

○ 인 증 품 목 의  용 도 : 공공기관 납품용

성 능 인 증 서

2020년 0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 뒷면 「성능인증 재발급 이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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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NKING OF HUMANITY AND NATURE
We always think about clean life for nature and human.

Office

Factory

Tel

Fax

Email

21, Seonggok-ro 198beon-gil,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3F-304, 200, Seokcheon-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82-31-432-8839 
+82-31-622-8919
sjeco@naver.com

www.sjeco.com

031-432-8839 
031-622-8919
sjeco@naver.com

본사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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