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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철학

우리는 낭비되던 물과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A Clean & Beautiful World
Beyond Was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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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하수, 가축분뇨, 산업폐수, 호소, 지하수

에너지 생산 / 회수 / 절감
Bio Gas Plant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Energy Optimization Solution, Turbo Blower

폐수처리 / 제품 제조 공정
Digestate, FGD / 바이오, 화학, 식품 산업

Today Tomorrow

WATER AI
WATER INDUSTRY 4.0

TOMORROW WATER
From Cost Stream To Profit Stream

SMART WATER CITY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GO TOGETHER PROJECT
지속가능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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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BBF EnergyAMX

vMixer 탈취 FMX

Today

Tomorrow
TWP Water AI GTPS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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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018.4]

본사 대전 이전

2015.01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BKT Vietnam

2014.06

미국
현지법인 설립
BKT USA

2008.01

환경 사업 진출

1998.06

2018.10  UN SDGBI(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최우수기업
2018.07  UN SDGs 기업이행상 수상
2017.10  유망중소기업 선정(대전시)
2017.09  고용우수기업 선정(대전시)
2016.12  환경산업 동반성장 수출 표창
2016.04  UN 경제사회이사회 High-Level Segment 등록
2015.10  환경부장관 표창
2017. 08 벤처기업 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
2015.04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2014.04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으뜸기업 선정
2014. 02  모범 납세자 국세청장 수여(국세청)
2013. 11  지식재산경영최우수상(특허청장)
2013. 05  글로벌 우수 유망중소기업 지정(대전광역시)
2012. 12  (사)한국환경산업협회 가입(현 부회장사)
2012. 07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2011.07 가축분뇨 수질 운반업 허가

2008. 01  수질 환경 전문 공사업 등록
2007. 11  가축분뇨 시설 관리업 허가
2007. 05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2007. 04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2006. 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05. 08  환경 컨설팅회사 등록(등록번호 제17호)
2005.08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998.07   기업부설연구소(E&F연구센터) 등록

1995. 03  설립

연혁

더 맑은 세상을 향한

도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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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처리 대표기업

California, US (Est. 2008)

- 글로벌 마케팅 총괄
(미주, 유럽 등)

미국 BUS한국 BKO
Daejeon, South Korea (Est.1995)

- Headquarter
- 엔지니어링 및 R&D 총괄

베트남 BVINA
Hanoi, Vietnam (Est. 2014)

- 개도국 시장 공략(중국, 동남아 등)
- 제조, 생산 / 신기술 상용화 기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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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R&D 투자비율 평균

업계 최고 13%

0

1,000

2,000

3,000

4,000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R&D투자

13.5%
18.4%

16.2%

10.1%
9.1%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과제수행

에너지기술평가원
도시·생활계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안정성 및 효율 향상 실증 연구

미국에너지성(DOE) 
“Advanced Treatment of Shale Gas 
Fracking water to Produce NPDES Quality Water”  등

국내외 정부 R&D 과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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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89건
해외 특허 54건

총 143건

환경신기술
하/폐수 업계

중소기업 1위

인증 및 지정

총 25건
_

표창 및 수상

총 19건

국내외에서 입증된
혁신 기술 및 기업 경쟁력

지적재산권

[ 기준 : 20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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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력 석·박사 기술사

인력 현황(총102명)

66%

40%

5%

[ 기준 : 2019.7 ]

업계 최고의 맨파워
임직원 40% 이상
석 · 박사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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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부강에 없는 것

정년 & 직급

출퇴근 규제

비용 결제 예산제도

사무실 1층과 7층

그리고… 창업자

부강에 있는 것

석박사 학비 전액 지원

최고 수준 연봉

가족 동반 여행

자녀 반값 등록금

1년 유급 안식년

부부 건강검진40세 이상 지원

20년 근속자

5년 근속자 국내 / 10년 근속자 해외

4년제 대졸 초임 4000만원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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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재미, 행복, 의미가 함께 하는 일터



Ⅱ.Tomorrow Business

1. Tomorrow Water Process (TWP)

2. Smart Water City (SWC)

3. Water AI (WAI)

4. Go Together Project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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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From Cost Stream
To Profit Stream

Tomorrow
Water Process

Smart Water 
City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Water AI

AI 기반 자동화, 
진단, 공정 선정, 설계 솔루션

Go Together 
Project

지속 가능한
축산 자원 순환 모델

주요 사업

환경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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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From cost stream 
to profit stream

- Waste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하/폐수에서 수익을 창출

미래형 하수처리 모델

Tomorrow Wat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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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UN에서 인정한

미래형 하수처리 모델

- 열대 기후 개도국에 적합한 하수처리 solution

- 조류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극대화, 전력사용량 최소화

- 꽃 등 작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TWP

2016. 7    
UN 경제사회이사회
최고위급 회담 공식 의견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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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SMART WATER CITY

부지 창출
시민 친화 공간 조성

Retrofit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에너지 자립
기후 변화 대응

도시의 가치 창출
삶의 질 향상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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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세계 최초 대형하수처리장 일차 침전지를 대체한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Retrofit
하수처리장의 숨겨진 부지를 찾아드립니다.

- 시민 친화 공간 조성

- 도시 재생과 수익 창출

S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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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유기성폐기물 통합 자원화
하수처리장이 도시의 에너지 생산 플랜트가 됩니다.

- 경제적인 하수처리로 에너지 소비 최소화 (AMX기술 등)

- 하/폐수 슬러지, 침출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를 통한 에너지 생산 극대화

SWTP
가축분뇨/음폐
종합처리시설

가축분뇨/음폐
종합처리시설

(하수슬러지통합처리)

SWTP

SWTP

SWTP

SWTP

SWTP

거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통합처리)

고형연료공급

하수슬러지

거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침출수/음폐 통합처리 )

소각장
고형연료공급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

1권역

3권역

2권역

침출수/음폐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

S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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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인천시 송도 하수 재이용 시설
공원 조경 용수

SWC

하수 REUSE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 미세먼지, 열섬현상 제어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친수 공간 조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

-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도시 중수, 하천 및 호소

유지용수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생산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공업용수 도시재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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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4차 산업 기술과 물 산업의 결합, 

WATER AI

제안 및 설계,
운전 자동화

Water
Indust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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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업무 자동화를 꿈꾸다.

더 많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최소의 인원으로 정확하고 빠른 설계 제안을 할 수 없을까? 
단순 반복 업무와 밤샘 없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없을까? 

환경 업계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가기 위해

Water A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Water AI

Mass-Flow 기반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3D 도면을 통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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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더 큰 내일을 그리다. 

미래 환경 산업을 혁신할 Water Industry 4.0

최적 공정 도출로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선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3D 기술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시공과 설계,

스마트한 통합 관리로 환경 4차산업을 선도합니다.

Water AI

•기존시설 평가/진단
•예산 투자 우선순위
•기술선정 감시/감독

•운영 최적화
•시설 개선방안
•운영자 교육

•제안/설계 최적화
•4차산업혁명기반
시공/운영

Ⅰ. Water  AI Ⅱ. 3D Printing Ⅲ. 통합관리솔루션

3D 설계

3D Printing

Material

TMS, IoT 정보 기반의 Big data 축적

최적 공정 선정 및 설계

3D 설계 및 시공 Water Industry 4.0 선도

KISTI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HFDT) 개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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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수처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Water Industry 4.0

Water AI

엔지니어링/건설회사

비용을쓰는하수처리시설

NIMBY (Not In My Back Yard)

Total solution provider
(기술개발>제안>설계>시공>운전>개선)

수익을 창출하는 하수처리시설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TODAY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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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지속가능한 축산

Go Together 
Project

가축분뇨 축산폐기물

방역 및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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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지속 가능한 축산

자원 순환 모델 구현

- 가축 분뇨 및 도축 폐기물 자원화-정화 통합 솔루션

- 전기 에너지 및 천연 비료 생산

- 고부가가치 단백질 (아미노산, 케라틴) 추출

- 강한 산화력 기반의 살균 탈취 기술 ‘ODIN’ 확보

®

GTP
양돈

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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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국내 최초 친환경에너지 타운, 홍천

- 주민이 돌아오는 마을, 수익 창출

- 연간 3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

Biogas Plant

Renewable Energy

Energy Town

GTP



Ⅲ . Today Business

1. BBF
2. AMX
3. vMixer
4. BCS
5. COWTT
6. AAD
7. FMX
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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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생물학적처리+물리적여과
다기능 수처리 기술

특징

- 하/폐수, 지하수, RO농축수에서 간이공공까지: 다양한 적용성

- 반영구적 여재

- 최대 85% 높은 부지 집약율

-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 (WERF의 LIFT 프로그램 선정 / 캘리포니아 Title22 등 획득)

BBF Bio-filtration System

하수 1차처리

하수 고도처리

하수 3차처리

하수 재이용

오염지하수

RO 농축수 처리

간이공공하수

고농도 질소폐수 처리 * LIFT(Leaders Innovation Forum for Technology)- 기술지도자 혁신 포럼
* WERF(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 미국 물환경 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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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하수 2차처리 중랑현대화, 진건지하화, 옥정, 양벌, 구미확장, 삼리, 줄포

하수 3차처리 광주, 오포, 도척, 포천, 증평 외 13개소

하수 재이용 당진재이용, 마곡재이용, 송도재이용

오염지하수 미국 Barstow 

RO 농축수 처리 포항농축수, 파주농축수

간이공공하수/일차처리 중랑초기우수, 서남초기우수, 화도초기우수, 춘천간이공공

고농도 질소폐수처리 가축분뇨처리장 14개소, 고속도로 오폐수처리시설

호수정화/비점오염저감 파라과이 호수정화시범사업

BBF Bio-filtration System

주요실적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36만톤/일, 간이공공 72만톤/일)

국내 최초로 지하수 정화시장 진출

캘리포니아 바스토우 시 지하수 정화사업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 25만톤/일, 간이공공 50만톤/일)

포항 하수재이용 – RO 농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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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AMX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Anammox 솔루션

에너지 자립화 핵심기술

가장 경제적인
질소 제거 솔루션

에너지 자립화

고농도 폐액 처리

하수 반류수 처리

하수 주처리

산업 폐수

특징

- 비상 시 신속한 대응과 유지보수가 쉬운 Two-Stage AMX 

- 부분아질산화로 폭기량 65% 절감 / 외부탄소원 불필요로 경제성 극대화

- 성장률과 제거율이 가장 높은 종균: OBA(Okabe-BKT Anammox)

- 국내 최초 상용화 / 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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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하수처리장 Main stream
미국 하이페리온 하수

미국 JWPCP 폐수

하수처리장 Side stream

미국 하이페리온 하수
녹산하수처리장
부산강변 AMX 대량배양시설
대전하수처리장 대량배양시설

유기성 폐기물 등 고농도 혐기소화 폐액 처리
인디애나 Dairy farm 
홍천 가축분뇨 처리장 파일럿

매립지 침출수 등 C/N비 낮은 폐수 수도권매립지 파일럿

부산녹산하수처리장 Side-Stream AMX
국내첫상용화 (780톤/일)

AMX BKT’s Anammox

주요실적

미국하이페리온 Main/Side Stream AMX 미국인디애나목장가축분뇨처리 AMX 파일럿

대전하수처리장 AMX 대량배양시설(220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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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vMIXER Vortex Mixing

부상분리
기체용해
약품혼화

부상분리(개선 사업)

해수담수화

가축분뇨 고도처리/슬러지 농축

하/폐수 전처리/고도처리/총인처리

O3 용해: 난분해성물질(NBDCOD) 제거

CO2 용해: pH 조정(황산 대체), Re-mineralization

농업, 양식

특징

- 단시간 내 평균 직경 25㎛의 초미세기포 발생

- Compact한 크기로 설치면적 최소화

- 다양한 기체* 용해 가능 : 공정 적용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가능

- 성능인증

기존 DAF vDAF

* 촬영 스케일 : 2,000 x 2,000 x 200 ㎛

* 수 농도 : 120,000개/ml 이상 (타사대비약 5배이상우수)

vDAF(Vortex DAF)

vDAF-O3(Vortex DAF-

O3)

vGEN
(Vortex Generator)

성능인증 제27-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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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가축분뇨 고도처리/슬러지 농축 당진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보은 가축분뇨 외 26개소

하/폐수 전처리/고도처리/총인처리 화성 정남 산단폐수, 광주시 양벌 하수처리장 외 20개소

난분해성 COD제거
인디애나 Dairy farm 
홍천 가축분뇨 처리장 파일럿

하수재이용 홍성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비 등

vMIXER Vortex Mixing

주요실적

당진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고도처리설비
(부상분리 개선)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설비 국내 최대 제철업체 P사 산업폐수 (황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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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BCS Smart SBR

중 · 소규모 하/폐수부터
고농도 폐수까지

다양한 수처리 분야
적용이 용이한
연속회분식 반응조

하/폐수 처리

고농도 폐액 처리

가축분뇨 처리

특징

- 단일 반응조에서 처리를 수행하여 침전조가 불필요한 집약화 기술

- 무동력 부력식 배출장치 및 반영구 담체 적용으로 경제적

- 전국 최다 실적 보유 / 국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장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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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하/폐수 처리시설 태안, 이천, 부안 외 80여 개소

가축분뇨 등 고농도폐수처리시설
김해, 포천 외 약 40개소
(국내 가축분뇨 시장 점유율 80% 이상)

BCS Smart SBR

주요실적

영천, 경산시유기성폐기물광역에너지화시설 부안군 격포 하수처리시설당진시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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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특징

- 사용한 스팀 재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높은 경제성

- 자체 생산 에너지원(고형연료)이용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 혐기소화 병행시 바이오가스 생산 향상 등 안정적인 처리 효율

폐기물 감량화
에너지 생산 극대화 – 혐기소화조 전처리

COWTT Cyclic Organic Waste Thermal Treatment

혐기소화조 효율 증대

유기성 슬러지 감량화, 고형연료화

도축폐기물, 매몰지 사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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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유기성 슬러지 고형연료화 사업 서귀포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도축폐기물 및 도축폐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부경양돈농협 폐기물 강량화 사업

매몰지 사체처리사업 이천 매몰지 시범사업

COWTT Cyclic Organic Waste Thermal Treatment

주요실적

부경양돈 도축폐기물 감량화 (100톤/d) 이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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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AAD Activated Anaerobic Digestion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소화 기술

고효율 교반기
퇴적물 배출 장치
가스 생산량 증대 - FMX

특징

- 완전 교반 구현으로 상부 스컴 억제, 하부 퇴적물 침전 방지

- 주기적인 침전물 배출로 유지관리 최소화

- 잔류 유기물 및 혐기성 미생물 회수를 통한 가스생산량 증대

고효율 수중 교반기

에너지 자립화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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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사업분야 주요실적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에너지사업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영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

밀양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울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진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안성 가축분뇨 처리시설

AAD Activated Anaerobic Digestion

영천, 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김해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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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특징

- 막 표면에 강력한 와류를 발생시켜 막 막힘 방지 TS 5% 이상의 혼합물 99.9% 회수

- 고객 이익 창출 (생산성 향상 / 유지관리비 절감 / 공정 단순화)

- 고객 공정에 최적화된 멤브레인 선택, 사용 Optimal Membrane Selection Program

-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로 검증된 기술력 (특허 기술 38건)

FMX Anti-fouling Membrane System

고농도, 고점도, 고탁도에
특화된

막 막힘 방지
멤브레인 시스템

대용량 공정 및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FMX-P 모델폐수 처리

-혐기성 소화폐액

-FGD(발전소 탈황폐수)

-매립장 침출수

-각종 고농도 산업폐수

-무방류시스템

제품 제조 공정

- 분리, 정제, 농축

- 공정단순화

- 공정개선/생산성 향상

- 생산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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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FMX Anti-fouling Membrane System

주요실적

Chemical / Environmental 폐오일 Filtration (재생연료유)

공정 단순화 (약품침전 +원심분리 → FMX )

고품질유 생산 / 높은 회수율로 경제성 확보

BIO 

- 0.5% 추가생산 : 80억원/년
- 공정수 2%(80톤/일)절감 : 0.3억원/년
- 스팀사용량 절감(63톤/일) : 5~10억원/년
- 약품사용량(CIP) 절감

BIO Malaysia
L-Met 균체 농축/분리 (추가회수)

삼성정밀화학

(울산)

FMX-S-100
(5 sets)

FMX-S-100
(2 sets)

Methylcellulose
농축

‘t Haantje BGP
(네덜란드)

FMX-S-100 

(3 sets)
BGP 폐액처리

산동신천지그룹

(중국 산동)
FMX-S-20

폐엔진오일
(한-중 공동과제)

NALCO

(미국)
FMX-S-100

Colloidal Silica농축제
품

LG화학
남경공장

(중국)
FMX-P

편광필름 생산
(PVA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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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Oxygenic Photo granule

개도국 하수처리 적용에

적합한 조류 공정

고형 연소로

환경 시장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연소로 개발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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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BKTurbo 

High Oxygen Turbo Blower

- 100개 이상의 현장 운영 노하우를 담은 에너지 절감 효과

-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사용량 50% 감소

EOS

Energy Optimization System

- IoT 기반의 소프트 센서(Soft Sensor)와 빅데이터 서버를 구비한

인공지능(AI)으로 구성된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 적정 공기량의 자동 측정 및 제어로 산소 과잉 공급 최소화

Others

저소음 편리한

운영

더 깨
끗한

쉬운

유지보수



Ⅳ.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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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otal Solution

최적의 요소기술을 조합한 하수처리장 통합 솔루션

PROTEUS BBF vDAF

BBF

RO

PROTEUS
(WWF)

열가수분해
(COWTT)

소화조
(AAD)

탈수 건조

AMX
(side stream)

발전설비

부지집약

완전지하화

에너지자립

하수

재이용

통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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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otal Solution

에너지 자립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

사례 - 유기성 폐기물 통합소화

악취
온실가스
미세먼지

심각한 환경문제

처리 비용의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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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Beyond Waste…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폐기
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악취 / 온실가스 / 미세먼지

통합자원화
Global Trend

기대효과

환경개선

경제성

리더십

Ⅳ.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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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omorrow Business

Energy Positive WWTP 실현을 위한

세가지 주요 이슈

부지제약

균형잡힌
에너지생산솔루션의확보

수질확보

Ⅳ.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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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부지제약 극복의 열쇠, BBF Primary

- 일차 침전지 85%절감

- 에너지 소스 최대화

- 에너지 생산 시설을 위한 부지 제약 해결

부지 제약

Ⅳ.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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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Well-balanced & Well-organized 
Energy Production Process

에너지
생산

Ⅳ.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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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day Business

최적의 통합소화 고농도 질소 폐수 처리 대안, 
2 stage AMX

수질

Ⅳ. Total Solution



Ⅴ.Global Activity

1. 북미
2. 아시아
3.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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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lobal Activity

국내 최초로 지하수 정화시장 진출
- 캘리포니아 바스토우 시 지하수 정화사업 수주

하수처리 혁신 기술 AMX 파일럿 협약
- 하이페리온 AMX 반류수/주공정 동시 적용 실증 테스트

- 인디애나 목장 고농도 AMX 상용화 테스트

BKT 생물여과기술(BBF), 국제 기술 검증
- LIFT / WERF  가 선정한 유망 기술

- 하수처리 Title 22 인증

미국

* LIFT(Leaders Innovation Forum for Technology)- 기술지도자 혁신 포럼
* WERF(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 물환경 연구재단
* Title 22 - 물 처리 관련 사업 국제적인 공인인증

*

북미



56

Ⅴ. Global Activity

TWP 실증화 프로젝트
- 베트남 환경총국 산하 CECT (Center for Environmental Consultancy and Technology),

환경기업 Green Saigon과 MOU 체결

Capacity Building Project 

- 베트남 정부 주요 12개 성 국가 환경관리 체계 컨설팅

- 한국 기업이 수행하는 최대 규모의 환경 컨설팅

베트남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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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lobal Activity

곡부시 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화력발전소 냉각수)

- 국내 최초 하수재이용 기술 수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우수 8대 기술로 선정

중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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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lobal Activity

말레이시아클랑강 정비 사업 컨설팅

- 수도를 가로지르는 클랑강 정화사업 기술 자문

아시아



59

Ⅴ. Global Activity

이파카라이 호수 정화사업

- 호수 정화 시범 사업 수행

- 이파카라이 호수가 위치한 파라과이 최대 주 센트럴 주와 MOU

- 1조 규모의 하수, 준설 컨설팅 사업

파라과이 남미

Ypacarai Lake 
건국신화에등장하는

파라과이대표휴양지였으나
현재심각한오염으로수영이

금지된상태

파라과이

그 외 지역

파라과이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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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lobal Activity

니카라과/ 가나미국 Yale 대학의 캠페인 후원

- 니카라과 환경 보호 활동

아프리카 최초의 합창단

- 가나 “WINNEBA YOUTH CHOIR” 초청 공연

그 외 지역



A Clean and Beautiful World
Beyond Waste

www.bkt21.co.kr

Thank You!

https://nomorehou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