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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비케이이엔지(주)는 2014년 설립 이후 산업 기술의 융·복합화, 기업간 협업 및 한정 자원의 
선순환 활용을 통해 Upside Potential 향상 사업을 꾸준히 개척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방류수 재이용 사업,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및 R&D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회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인허가, 금융조달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산.학.연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니즈(Needs)에 가장 신속하게 맞춤형

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비케이이엔지(주)는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혁신 모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2020   09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2차 사업 준공

              08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BNK 경남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07   ㈜범우에너지 증기공급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04   폐열을 이용한 냉수생산시스템 특허 출원

 03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

 02 비케이이엔지(주) 확장 이전

 01 폐수처리수 재이용 순수생산방법 특허 출원

2019 09  (주)스마트에너지팩토리 슬러지연료화 특수목적법인 설립 

 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록

 07  (주)블루골드 방류수 재이용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05  버섯배지 펠릿 바이오 연료 사업화 협약 체결(한국동서발전)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1차 사업 준공

 02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투자사업 협약체결

2018 06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증기공급사업 협약 체결

 05  울산성암에너지(주) 증기공급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2017 01  비케이이엔지(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12 비케이이엔지(주) 확장 이전

2014 12 비케이이엔지(주) 설립

대표이사

BEYOND 
KOREA



회사 개요

물 재이용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후 산업용수 공급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용수 공급 시스템 구축

•�공공수역 수환경 보호하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에 대한 자원으로의 가치 부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확대

에너지 네트워크
•�UT system 최적화를 통한 잠재에너지 개발

•�Energy balance 확보 및 네트워크망 구축

•�에너지 공급망을 통한 에너지 가치 전환

R&D
•�사업화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F/S수행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책과제 수행

•�잠재시장 조사 및 신규 사업 개발

투자현황회사 개요

회사명

비케이이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길병기

설립일

2014년 12월 4일

본사주소

울산 남구 두왕로 64번길 5-5

100%

Steam 공급사업

울산성암에너지(주)

50%

방류수재이용

사업(2차)

(주)블루골드

56.9%

슬러지

재자원화 사업

(주)스마트에너지팩토리

46.7%

Steam 공급 사업

(주)범우에너지

대표이사

100%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법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F/S)부터 직접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개발, 투자, 운영 등 Total Service를 수행합니다.

사업범위

사업영역

비케이이엔지(주)는 기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Plant, Infrastructure, 자원재활용 영역까지

고객가치향상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친환경 Network 산업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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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방류수 중 일부를 막여과 및 이온제거    
  기술을 이용하여 고도화 처리 후 석유화학 공장의 공업용수(순수, 여과수 등)로 공급하는 사업.

•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다수의 산업공장에 공급하는 최초 사례.

•�사업주체 : 비케이이엔지㈜

•공사기간 : 2019. 03 ~ 2019. 06

•생산용량 : 2,400 톤/일

•�총사업비 : 40억

•공급대상 : 롯데비피화학, 울산시 자원회수시설

사업 개요

•순수/여과수 생산으로 발생폐수 저감 및 연안해역 수질 보호

•�울산산단 3개 폐수처리 시설의 하/폐수 재이용 활성화 기여 및 공공부지 활용 다양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수질의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석유화학 단지내 용수부족 해소로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

사업 효과

① 방류수 ② UF System  
(한외여과막)

③ RO System
(역삼투막)

④ EDI System
(전기탈이온) ⑤ 공급량

유량 4,170 톤/일 3,920 톤/일 2,667 톤/일 2,400 톤/일
자원회수시설 : 
최대 480 톤/일 

롯데비피화학 : 
최대 1,920 톤/일전기전도도 6,903 ㎲ / cm 6,903 ㎲ / cm

1단 : 170 ㎲ / cm 
2단 : 11.6 ㎲ / cm

1 ㎲ / cm 미만

사용자

울산시
자원회수시설

롯데비피화학

Feed User재이용 처리 공정

하천 방류수
(4,170 톤/일)

농축수
(1,770 톤/일)

UF System
(3,920 톤/일)

RO System
(2,667 톤/일)

EDI System
(2,400 톤/일)

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사

폐수

물 재이용 사업
울산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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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사업

• “울산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1차)”의 안정적 운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차 사업의 
   6배 규모로 추진한 Scale-up 사업.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으로 추진.

Feed User재이용 처리 공정

UF System #1 RO System

농축수

연계처리 후단처리

직접 방류

#2 RO System EDI System
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사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① 방류수 ② UF System
(한외여과막)

③ RO System
(역삼투막)

④ EDI System
(electro-deionization) Misc.

유량 34,304 톤/일 32,177 톤/일
1단 : 16,088 톤/일
2단 : 8,000 톤/일

7,200 톤/일
-

전기전도도 6,903 ㎲ / cm 6,903 ㎲ / cm
1단 : 170 ㎲ / cm
2단 : 11.6 ㎲ / cm

1 ㎲ / cm 미만

폐수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총 수요량의 약 15% 수준

•사업주체 : ㈜블루골드(SPC)

•�공사기간 : 2020. 01 ~ 2020. 09

•�공급용량 : 14,400 톤/일

•�총사업비 : 190억

•�공급대상 :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5개사

사업 개요

순수 및 여과수
공급망 한국이네오스

스티롤루션(주)

INEOS
Styrolution

한화솔루션(주)

롯데케미칼(주)

한화종합화학(주)

용산화학(주)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롯데 BP 화학(주)

: 방류수 재이용 시설

: 순수, 여과수 공급 배관

울산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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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네트워크 사업 (Steam)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를 배관을 통해 ㈜바커케미칼코리아

  생산공정에 공급하는 사업.
•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증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공급받음으로 증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 

• 울산광역시는 소각 폐열을 통해 생산한 미활용 증기를 판매하여 부가 수익 창출.

구분 바커케미칼

에너지 절감량(TOE) 11,835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_eq/y)

27,809

SOx 감축량 (kg/y) 128

NOx 감축량 (kg/y) 47,224

•사업주체 : 울산성암에너지㈜ (SPC)

•공사기간 : 2018. 07 ~ 2019. 05

•공급용량 : 15~20 t/h

•총사업비 : 66 억원

•스팀공급 : 울산시 자원회수시설

•스팀사용 : (주)바커케미칼코리아

사업개요

시공과정

사업효과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증기공급사업

공급처 수요처 온도 & 압력 거리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주)바커케미칼
코리아

203℃
16kg/c㎡

865m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주)바커케미칼
코리아

효성화학(주)
용연2공장

효성화학(주)
용연1공장

효성화학(주)
용연3공장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SK 에너지
NO2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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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범우의 소각 폐열을 열원으로 생산한 증기를 배관을 통해 학남단지와   
  S-OIL(주)에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

• 울산 지역 주력 산업(석유화학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으로 추진.

•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원가경쟁력 강화 및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 (Steam)

•사업주체 : ㈜범우에너지 (SPC)

•�공사기간 : 2020. 09 ~ 2021. 01

•공급용량 : 20 ~ 25 t/h

•총사업비 : 170억원

•스팀공급 : ㈜ 범우

•스팀사용 : S-OIL, 학남단지

사업개요 구분 학남단지 S-OIL 계

에너지 절감량(TOE) 1,569 11,250 12,819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_eq/y)

3,691 26,453 30,144

SOx 감축량 (kg/y) 17 121 138

NOx 감축량 (kg/y) 6,252 44,808 51,060

공사 Process

사업효과

(주)범우

학남단지

S-OIL (주)ODC 공장

대한유화(주)

S-OIL 정유공장

공급처 수요처 온도 & 압력 거리

범우 에너지

S-OIL ODC 공장
260 ℃

12.5kg/c㎡
1.8km

학남단지
150~210℃
5~12kg/c㎡

0.5km

유틸리티 공유를 통한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로구간 터파기 가시설 설치 배관매설 굴착구간 도로포장되메우기 및 매설경고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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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폐수슬러지를 매립, 소각 등의 단순처리에서 에너지화 
  (펠렛)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기반시설 구축사업.

• 슬러지 재자원화 사업은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혁신 사업 모델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폐자원재활용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임.

•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기업 생산 활동에 지장 초래,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의 기업경쟁력 저해요인을 해소함.  

울산 산업단지 지속 가능을 위한 슬러지 재자원화 사업(On going)

•사업주체 : (주)스마트에너지팩토리 (SPC)

•추진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725-1 (울산 · 미포 국가산업단지 內)

•사업 면적 : 대지 면적 : 22,741㎡, (약 6,891평)

•처리량(일) : 540 톤/일 (처리대상물질 = 슬러지 360 톤, 버섯배지 180 톤)

•에너지화 생산 제품 : 폐수슬러지 펠렛 50 톤/일, 버섯배지 펠렛 88 톤/일 생산

•사업 개발기간 : ‘19년 사업제안, 사업계획서 협의, 발전사 연소 TEST, 연료판매 협약, 슬러지 처리 협약 등
����������������������������건설 기간 - 15개월 [2021년 3월 (착공 예정) 〜 2022년 5월 (준공 예정)]

사업개요

폐수슬러지
재자원화
사업 공정도

버섯폐배지 180 톤/일

고발열 슬러지 150 톤/일

저발열 슬러지 210 톤/일

건조공정 펠렛성형

Ash

화력발전소

시멘트건조공정

저

압

스

팀

슬러지 User처리 공정

울산 · 미포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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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etwork
 

석유화학업체

기타 업체

대학교

공공기관

• R&D
• 기술 Solution

• Consulting
• 사업 제안

• Project 추진

• 관계 구축



10 Beyond Korea

사업 수행실적

 PD(Project Development) 수행 실적

Year Project Description Invest Price
(억원)

2020
이종업종 간 유틸리티 공유를 통한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중) 

[에너지 네트워크] 
ㆍ소각 폐열 이용 스팀 생산

ㆍ산업단지 내 스팀 수요처에 판매

SPC

설립
170

2019 울산 산업단지 지속가능을 위한 슬러지 재자원화 사업

[폐자원 에너지화]
ㆍ산업단지 유기성 슬러지를 건조

ㆍ�건조 슬러지를 연료화 하여 판매

SPC

설립
700

2019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2차)
(상업운전 중)

[방류수 재이용]
ㆍ�폐수처리장 방류수 정제 후 순수 생산

ㆍ�산업단지 내 순수 수요처에 판매

SPC

설립
190

2019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1차)
(상업운전 중)

[방류수 재이용]
ㆍ�폐수처리장 방류수 정제 후 순수 생산

ㆍ�산업단지 내 순수 수요처에 판매

자체

투자
40

2018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증기공급사업

(상업운전 중)

[에너지 네트워크]
ㆍ�소각폐열 이용 스팀 생산

ㆍ산업단지 내 스팀 수요처에 판매

자체

투자
65

 PC(Project Consulting) 주요 수행 실적

Year Project Client Price  
(백만원)

2019 발전폐수 재이용을 위한 파일럿급 멤브레인 고도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한국동서발전㈜ 400

2018 무림P&P UF2 프로젝트* STEP 3단계 컨설팅 용역 무림P&P㈜ 1,503

2017 울산시 소각장 - 효성 고압스팀배관 진공 정상화 컨설팅 ㈜효성 15

2017 한주 긴급보수공사 컨설팅 및 자재납품 동성건설산업 809

2017 무림 P&P UF2 프로젝트* STEP 2 컨설팅 무림P&P㈜ 520

2017 한주 - 한화케미칼 스팀 분기 밸브 설치 컨설팅 및 자재납품 ㈜한주 760

2016 에너원 집단에너지 인허가 및 사업컨설팅 에너원㈜ 40

2016 무림P&P UF2 프로젝트* STEP 1 컨설팅 무림P&P㈜ 47

2016 온산공단 증기공급사업 인허가 및 사업컨설팅 대한제지㈜ 1,200

2015 SILP JOINT 수주확대 컨설팅
조인트유창 

써멀시스템㈜
80

2015 성암소각장 고압스팀 도입 설계 및 감리 ㈜효성 30

2015 상수울산에너지 인허가 컨설팅 ㈜상수 60

※ UF2 프로젝트*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BK ENG CO., LTD. 11

사업 수행실적

국책과제 수행 실적

Year Project R&R 과제평가원 Price
(억원)

2020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사업]
미활용 산업폐기물 소각열 활용 석유화학 공정열원 공급 사업

참여기업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ITECH)

3.2

2019

~ 2021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
CO2 절감형 흡수식냉동기 통합운영기술개발

(3개년 연차과제)
주관기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21.4

2019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19년 울산시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사업

참여기업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ITECH)

7.25

2018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울산시 거점형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실증화 사업

연구용역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ITECH)

3.0

2017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용연공단 열에너지 재구성 및 광역화

주관기업

한국산업

단지공단

(KICOX)

1.56

2016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 일 760톤 규모

PTA 저압배열활용 PO생산 스팀 공급 네트워크
주관기업

한국산업

단지공단

(KICOX)

0.6

2016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 일 1,680톤 규모

PTA 저압배열활용 PO생산 스팀 공급 네트워크
주관기업

한국산업

단지공단

(KICOX)

0.6

2016
[지역친화 자원순환 네트워크]
발전사업 연계형 에너지 하모니 네트워크(3차)

연구용역

한국산업

단지공단

(KICOX)

0.9

2015
[지역친화 자원순환 네트워크]
발전사업 연계형 에너지 하모니 네트워크(2차)

연구용역

한국산업

단지공단

(KICOX)

2.2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64번길 5-5, 2층

전화번호  052-256-9715     팩스  052-256-9716     홈페이지  www.bk-eng.kr

비케이이엔지(주)

BEYOND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