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novation
Beyond Waste
더 맑은 세상을 향한 도전, 20년..

수처리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멤브레인 사업까지

부강테크는 병들어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를 줄여 고객에게 기여해 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여 Waste* 를 넘어서는 혁신!

부강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하수와 폐기물, 또는 낭비되는 각종 자원)

·  ·



I Global BKT

부강테크는 순수 국산 기술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에 진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부강테크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강테크는 순수 국산 기술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에 진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부강테크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orea

부강테크 본사
위치 / 대전
설립 / 1995

Vietnam

베트남 법인
위치 / 하노이
설립 / 2014

USA

미국 법인
위치 /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설립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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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테크는 업계를 선도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자원화 솔루션으로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폐수인 가축분뇨 처리는 

그 특성상 수처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부강테크는 개발된 기술들을 토대로

가축분뇨에서 대규모 하수,  

지하수 및 호소 정화 등

수처리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부강테크는 이제 수처리와 연계된 

에너지 생산 및 절감 기술로

Water&Energy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용으로 개발되었던

멤브레인을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 생산공정으로 적용시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부강테크는 전략적인 사업 확장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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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ivision

Energy Division

Membrane Division

하수, 가축분뇨, 산업폐수, 지하수, 호소

에너지 절감, 에너지 생산

폐수, 제품 생산공정(바이오, 화학, 식품)

BANR
Bio-Algae
Nutrient Removal

SV DAF
Spiral Vortex DAF



대한민국 수처리 대표기업 부강테크

부강테크는 서울 중랑, 서남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00개 이상의 국내외 실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처리 대표기업입니다.

2008년 중국 산동성 곡부에서 하수를 정화하여 

발전소 냉각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을 완료한 부강테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설립한 뒤

City of Barstow 지하수 정화사업 수주, 

캘리포니아 Title 22 획득, 미국 LIFT Program(WERF) 및

Innovation Tracker (BlueTech®) 선정 등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처리 공정 기술 수출 국내 최초 미국 LIFT Program(WERF), 

Innovation Tracker(BlueTech®) 선정

Water Division

국내 최초의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국내 최초의 간이공공하수처리 적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장점유율 1위 하폐수 환경신기술 최다 보유 중소기업

8건2011~20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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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ost Center
to

Profit Center
Tomorrow Water Factory
Beautiful, Environmental, Profitable

Water Trend

과거에는 최고의 수질 확보가 하수처리의 관건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자립이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강테크는 에너지 자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하수처리장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Innovation Beyond  Waste water

Water Quality

과
거

Energy

현
재

Profit

미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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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Recovery

Flower Farm, Tourism

Water Reuse

Irrigation

Energy Production

Bio Gas, Bio Fuel, Wind, Solar

Energy Saving

Wastewater Treatment

Algae, Granule, Anammox
High Oxygen Blower, Soft Sensor

하수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버려지는 하수는 깨끗한 물은 물론이고 비료로 쓰이는 질소와 인,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인 유기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류수질을 확보하면서 예쁜 꽃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하수처리장. 

꽃의 판매와 관광상품 개발, 바이오 에너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하수처리장. 

부강테크가 만들어가는 혁신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수처리와 에너지의 강력한 통합 솔루션

현재 선진국들은 강화된 방류수질을 충족시키면서 

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을 최대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의 결합만으로는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부강테크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수처리와 연관된 다양한 에너지 절감과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개별 요소 기술들을 아우르는 수처리/에너지 통합 프로세스, 

대한민국 수처리 대표기업 부강테크만의 솔루션입니다. 

Energy Division



에너지 절감

부강테크는 고효율 터보블로워(BKTurbo)와

수처리 운전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EOS)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강테크는 고효율 터보블로워(BKTurbo)와

수처리 운전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EOS)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부강테크는 슬러지를 고형 연료화하여 에너지원을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 플랜트 전처리로 사용하는 

열가수분해 기술(COW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WT은 가축 폐사체 및 도축 폐기물 처리에도 

활용 가능한 친환경 유기성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 교반기를 비롯하여 

수소, 메탄을 생산하거나 가스 발생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혐기성 소화 기술 역시 부강의 또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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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aste
to

Resource

Innovation Beyond  Waste 폐기물 

경기도 이천시 가축 매몰지 종합 연구단지 시설

MTI사 바이오가스 플랜트(‘t Haantje, the Netherlands) Stone Brewing(California, USA)



정유회사 Exxonmobil Shale Water 재이용 현장(Texas, USA)

고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멤브레인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부강테크는 멤브레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막 막힘 방지 기술을 핵심으로 한 기술 FMX를 개발하였습니다.

고농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멤브레인 시스템과는 달리 

FMX는 고농도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멤브레인 시스템입니다.

Membrane Division 



부강테크는 폐수처리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공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FMX는 미국 화학 기업인 Nalco, Hercules, 삼성정밀화학, GS 칼텍스을 비롯하여,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CJ 바이오와 성운 바이오, 비피도 등 바이오 산업과

Pepsi, Nestle 등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생산공정에 적용되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MX가 제공하는 고객 맞춤 공정은 낭비되고 있는 고객의 자원을 절감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내는 또 다른 혁신입니다.

Innovation Beyond  Waste

From

Wastewater Treatment 
to

Manufacturing Process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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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정밀화학

Nalco(USA) CJ 바이오(Malaysia)



파라과이 이파카라이 호수

인류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한 수처리

파라과이 이파카라이 호수 정화 프로젝트

영국 메디컬 저널(2007)은 

지난 166년간 인간의 수명연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백신과 항생제를 제치고 하수처리시설을 꼽았습니다. 

 

부강테크는 비용이 많이 들어

맑은 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의 젖줄기인 클랑강 정화 프로젝트 무료 컨설팅, 

파라과이 이파카라이 호수 정화사업 활동, 

미국 예일대학의 니카라과 환경 보호 활동 지원 등의 

공익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강테크는 Tomorrow Water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더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I 사회공헌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동쪽에 위치한 이파카라이 호수(Lake Ypacarai)는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길이 24㎞, 폭 4㎞, 수심 3m 규모의 호수입니다. 

과거 남미 대륙의 대표 휴양지였으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호수 정화가 국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부강테크는 이파카라이 호수 일부를 정화함으로써 

수영이 가능한 곳으로 되살렸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의 감사인사와 함께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부강테크의 사회공헌 활동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남미 지역에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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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정화 후호수 정화 전 

파라과이 대통령궁



We build the road as we travel

진보된 생물여과 기술 BBF, 

고농도 처리 멤브레인 기술 FMX, 

그리고 세계 유일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기술 BCS까지

부강테크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왔습니다. 

부강테크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요구하는 

환경 산업의 특성에 따라 

TF 기반의 연구 개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I R&D

HAPPY BKT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강에는 정년과 직급, 출퇴근 규제가 없습니다.

석ㆍ박사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자녀의 대학 반값 등록금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4년제 대졸 초임 기본급 4000만원). 

가족 동반 여행(5년 근속자 국내, 10년 근속자 해외), 

1년 유급 안식년(20년 근속자)과 

부부 건강검진(40세 이상) 지원까지

부강테크는 임직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부강의 사옥 1층과 7층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 홀과 계단 회의실 , 

일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게임룸과 체력 단련실까지

행복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부강의 노력은 사옥 곳곳에 깃들어있습니다. 

I HR

14%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121개
국내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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