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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명 원



指 名 願

貴中

貴社에서 發注하는 工事 및 用役에 參與 하고자 關係書類를
添附하여 指名願을 提出하오니 이를 檢討하신 후 指名하여 주시면 最善을 다하
여 誠實히 履行 하겠습니다.

2017    년 월 일

주식회사 비스알
BSR Co.,Ltd.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가산동), STX-V타워 305호

대표이사 이 영 복

전화 : 02)792-6077(代)
팩스 : 02)796-6078

지명원



2. 회사소개

인 사 말

기본현황

회사연혁

임원약력

회사조직도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비스알은 2005년 7월 수력 및 물환경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를 목표로 설립되어 관련 기술분야인 기계, 전기, 계장, 환경, 토목 분
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수력발전소, 수문설비, 하수처리장, 강변여과
시설, 쓰레기 이송관로, 펌프장 등 수력 발전소 및 물환경 분야의 설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플랜트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의 도약을 위
해 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귀 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축척된
기술과 서비스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한 품질로 부응할 것을 약속 드립
니다.

2017년 7월 일

주식회사 비 스 알

대표이사 이 영 복

㈜ 비스알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명 ㈜비스알 대표자 이영복

업 태 서비스업, 건설업 외 종 목 기술용역, 플랜트설계 외

사업장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가산동), STX-V타워 305호

회사설립일 2005년 7월 21일

사업자등록번호 106-86-37487 법인등록번호 110111-3268574

대표전화 02-792-6077 Fax. No. 02-796-6078

Homepage www.bsreng.co.kr 자본금 일금 일억원 (₩100,000,000)

상시 근무인원 25명 엔지니어링 사업 수력발전, 플랜트 설계

회사소개

기본현황



회사소개

2017. 0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추가등록 - 전기설비분야

2017. 05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면허 등록 - 금천34호

2017. 0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면허 등록 - 금천21호

2017. 0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면허 등록 - 금천2호

2016. 08 대만 FINETEK사와 계측장비 국내 Agent 협약체결

2014. 10 팜나무의 부산물 연료화 시스템의 전처리 장치 및 전처
리방법 특허 등록

2013. 04 ISO 9001 인증

2012. 1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등록 – 일반산업기계분야

2012. 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1. 03 벤처기업 인증 - 중소기업청 (제20110101125호)

2011. 03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KIBO

2010. 08 E-KID's, 수차발전기 (Toshiba사) 국내Agent 협약체결

2009. 05 Turning Gate 특허등록

2009. 04 패각을 이용한 정수처리설비 특허등록

2009. 02 일본 KYOWA사와 국내 Agent 협약체결
(사업영역 : 특수수문 및 강재설비)

2008. 09 영국 KGAL사와 국내 Agent 협약체결
(사업영역 : 특수수문, 수차 발전기 및 교량)

2005. 07 (주) 비스알 법인설립

회사연혁

회사소개



회사소개

직 위 성 명 주 요 약 력

대표이사 이영복
1986.01 ~ 2003.03 현대엔지니어링㈜

2005.7 ~ 현재 ㈜비스알

부사장 전기식

1990.12 ~ 1999.08 한화에너지 (현 SK인천석유화학㈜)

1999.09 ~ 2010.05 ㈜에코솔루션

2010.06 ~ 2011.12 ㈜윈윈이엔씨

2012.01 ~ 현재 ㈜비스알

부사장 권경식

1991.02 ~ 1999.06 농어촌진흥공사 (현 한국농어촌공사)

2000.10 ~ 2013.12 ㈜선우엔지니어링

2014.03 ~ 현재 ㈜비스알

부사장 천경근
1987.01 ~ 2016.12 현대엔지니어링㈜

2017.05 ~ 현재 ㈜비스알

회사소개

임원약력



회사소개

대표이사

수력/수문

엔지니어링부문

토목

물환경

기계/배관

경영지원

전기/계장

플랜트

신사업/지원부문

신사업

수력

조력

수문

하수처리

폐수처리

정수처리

강변여과

폐기물
이송관로

관리

재무

회계

산업플랜트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제철플랜트

산업플랜트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발전플랜트

수자원개발

MDB 입찰

사업개발

타당성조사

무역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이사대표이사

회사소개

회사조직도



회사소개
회사소개

사업자등록증



3. 면허보유현황

보유면허 목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기술혁신형 [Inno-Biz] 확인서



취득면허 발급처 인증번호 취득일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일반산업기계,전기설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01-000323 2017.06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금천구청 금천 제34호 2017.0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금천구청 금천 제21호 2017.0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금천구청 금천 제2호 2017.05

ISO 9001 SBCR - 2012.04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협회 No.2012110057 2012.01

벤처기업인증 한국기술보증기금 No.20110101125 2011.03

기술혁신형 [INNO-BIZ] 확인서 중소기업청 No.110102-00389 2011.03

보유면허 목록

면허보유현황



면허보유현황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면허보유현황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면허보유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보유현황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보유현황



ISO 9001

면허보유현황



면허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면허보유현황



면허보유현황

벤처기업인증



면허보유현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4.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상기 인감을 귀 사와의 계약 및 관련업무에 사용하고자 본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305호

상 호 : (주) 비스알

대 표 자 성 명 : 이 영 복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급별 기술인력

분야별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고

기 계 12명 1명 2명 1명 8명

전 기 9명 2명 1명 1명 5명

환 경 2명 1명 1명

토 목 2명 1명 1명

계 25명 4명 4명 4명 13명

분 야 성 명 종 목 자격번호 비고

기 계 김애정 일반기계기사 07204080007V

전 기 권경식 전기공사기사 90203010106S

천경근 전기기사 87207050012O

김영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10203070014D,
11201070283J

환 경 서용환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02202050585Q,
072010205063Y

류경수 수질환경산업기사 04201080946F

등급별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계분야 엔지니어

성 명 해당분야 경력

이영복 기계공학 31년

전기식 기계공학 26년

문병성 기계공학 35년

김영일 기계공학 23년

이용걸 기계공학 18년

김병연 기계공학 12년

민재홍 기계공학 9년

이선재 기계공학 7년

이상준 기계공학 7년

이학순 기계공학 6년

김애정 기계공학 6년

박다혜 기계공학 2년

성 명 해당분야 경력

권경식 전기공학 26년
천경근 전기공학 30년
손일권 전기공학 32년
신경순 전기공학 30년
양선옥 전기공학 12년
김영기 전기공학 10년
권경욱 전기공학 6년
한용대 전기공학 5년
서민우 전기공학 5년

전기분야 엔지니어

성 명 해당분야 경력

윤수인 토목공학 23년

김인철 토목공학 20년

토목분야 엔지니어

성 명 해당분야 경력

서용환 환경공학 10년

류경수 환경공학 10년

환경분야 엔지니어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기술인력



6.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주 요 실 적

실 적 현 황



인도네시아 Rajamandala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2017

현대엔지니어링㈜

PT. Rajamandala Electric Power / Indonesia

47MWx1기, 상세설계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2015

포스코엔지니어링

Indonesia

14.15MW x 3기, 상세설계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2014

대림 E&C

Pakistan

34MW x 3기, 상세설계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이스라엘 Gilboa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2014

경동 E&C

Electra Ortam / Israel

Steel lining 수압철관 상세설계
(150MWⅹ2기)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조지아 Neskara 수력발전사업 입찰설계

2012

현대엔지니어링

JSC Nenskra Hydro/Georgia

280MW ( 93.3 x 3Units), 입찰설계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인도네시아 Wampu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2014

포스코엔지니어링

Indonesia 

15MW x 3Units, 상세설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팔당수력발전소 증설사업 타당성설계

2010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24MW x 2기, 타당성조사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인도네시아 Malea 수력발전소 타당성설계

2010년

대우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Malea

21MW x 4기,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영흥 1,2호기 해양소수력 발전소 건설공사

2011

화천플랜트

한국남동발전

1.533MW x 3기, 상세설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가로림 조력발전소 상세설계

2012년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서부발전

26MW x 20기, 상세설계

강화 조력발전소 타당성설계

2010년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30MW x 28기, 타당성조사

인천 조력발전소 타당성설계

2010년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30MW x 48기, 타당성조사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조력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이맥바이오 순천공장 증설공사 기계 / 배관설계

2011년

이맥바이오

이맥바이오

토목엔지니어링, 배관 및 기계설치

OCI 폴리실리콘 P3 Cleaning 공정 기계/ 철골/ 
배관설계

2011년

OCI

OCI

토목엔지니어링, 구조해석, 배관/ 기계/ 전기설계

말레이시아 바이오디젤 플랜트 증설공사

2007년

Global Bio-Diesel

Global Bio-Diesel

엔지니어링, 200,000 톤/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Bahrain 제철소 배관설계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

바레인 SULB

배관설계

POSCO 광양제철 4연주 청정수 처리설비
배관설계

2012년

포스코 엔지니어링

광양제철

배관설계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2005년

동부건설

이천시

상세설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주요실적 (엔지니어링)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NCC 공장 Creaking 히터배관공사

2011년

LG 화학

LG 화학

Creaking 히터배관설치

폴리실리콘 기계/배관공사

2010년

OCI

OCI

기계 및 배관설치

바이오디젤 플랜트 증설공사

2011년

이맥바이오

이맥바이오

엔지니어링, 건설, 50,000 톤/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주요실적 (건설부문)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양평군 도곡리 기계/배관공사

2012년

양평군

양평군

기계 및 배관설치

양평 가축분뇨처리장 교체공사

2011년

양평군 환경사업소

양평군 환경사업소

2차 저류조 기계 및 배관설치

양평 하수처리장 기계설비공사

2011년

양평군 환경사업소

양평군 환경사업소

기계 및 배관설치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주요실적 (건설부문)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합천 수력발전소 증설공사

2011년

SK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2,500kW x 2기, 터빈 및 발전설비

•  Project  

•  Year  

•  Contractor 

•  End User

•  Main Work 

함안 수력발전소 증설공사

2011년

GS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1,300kW x 4기, 터빈 및 발전설비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주요실적 (건설부문)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라오스 푸노이 수력발전 사업실사 용역 2017.05~2017.06 (주)한국종합기술

인도네시아 Siborpa (114MW)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2017.06~2017.12 (주)도화엔지니어링

봉화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강재수문 설계 2016.12∼2017.01 (주)도화엔지니어링

화천수력 4호기 현대화사업 종합설계 2016.11∼진행중 현대엔지니어링(주)

이란 Bakhtiari 수력발전 Proposal 2016.07∼2016.08 대림산업(주)

Abdelmoumen 양수발전소 PJ 입찰설계 2016.07∼2016.09 (주)삼안

솔로몬 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2015.12∼2016.07 현대엔지니어링㈜

Nepal upper karnali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BOQ작성 2015.12∼2016.06 ㈜한국종합기술

대청 조정지 댐수력(2)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5.11∼2015.12 (주)신원이엔씨

Pac Ma 수력발전사업 수량산출 및 기계/전기 RFQ 작성 2015.09∼2015.09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200kW 능동제어형(HAT방식)조류발전시스템 제작설치 2015.07∼2018.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지아 Nenskra Hydropower Plant Project 입찰설계 2015.06∼2015.12 ㈜한국종합기술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2015.06∼2016.09 (주)이산

르완다 냐가타레시 무붐바강 다목적댐개발사업 실시설계 2015.03∼2015.10 ㈜한국종합기술

충주 조정지댐 소수력 발전소 및 부대시설물 실시설계 2015.03∼2016.06 ㈜진화기술공사

이스라엘 Gilboa 양수발전소 CW-7패키지 수압철관 설계 2014.06∼2014.10 ㈜경동건설

인도네시아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2014.05~진행중 현대엔지니어링㈜

청평수력 1,2호기 노후설비개선기술지원용역 2014.05∼2014.08 ㈜삼안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및 조력발전 (1/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북평 해양수력 발전설비 설계용역 2014.04∼2016.02 주식회사 에이피이씨

필리핀 Kapangan 수력발전사업의 M&E 분야 (기계/전기/
제어분야)의 공사금액 산출을 위한 설계검토 및 RFQ작성 2014.04∼2014.0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장신리 소수력발전소 설계 용역 2014.03∼2014.06 지에너지㈜

삼척화력 # 1,2호기 해양수력 구매설치 2014.02∼2014.07 ㈜화천플랜트

Tanzania Lugoda Dam 타당성 실시설계 기전분야 2013.12∼2014.03 (주)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파키스탄 Lower Palas Valley 수력발전사업 Feasibility S
tudy 타당성검증용역 2013.05∼2013.12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소 기본설계 2013.06 ~ 2013.09 삼안

인도네시아 Semangka 수력발전소 기본설계 2013.04 ~ 2014.12 포스코엔지니어링

네팔 Trishuri 수력발전소 기본설계 2013.05 ~ 2013.09 삼안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 EPC 프로포잘
/ 계약 외주설계용역 2013.03∼2014.06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영흥화력5,6호기 해양수력 발전설비 2012.06 ~ 2012.09 갑진종합건설

가로림 조력발전소 2단계 실시설계용역(주기기입찰지원) 2012.10∼2013.12 현대엔지니어링(주)

캄보디아 Prek Liang 수력발전 타당성조사 용역/기계설계 2012.05∼2012.12 현대엔지니어링(주)

캄보디아 푸삿#1 수력발전 타당성조사 용역 / 기계설계 2012.05∼2012.10 현대엔지니어링(주)

영흥화력 5호 6호기 해양수력 발전설비중 입찰설계 용역 2012.02∼2012.06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 입찰설계 (기전분야 입찰설계) 2012.01∼2012.04 현대엔지니어링(주)

당진 제2소수력 입찰설계 2011.10 ~ 2012.01 삼성중공업

영흥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 2011.05 ~ 2011.12 한국남동발전(주)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및 조력발전 (2/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Wampu 수력발전소 실시설계(기전분야) 2011.01~2014.09 포스코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Semung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토목부문)/ 
FS보고서 작성

2011.06 ~ 2011.08 포스코엔지니어링

담양저수지 소수력 기본설계 2011.04 ~ 2011.07 (주) 유신

영흥해양소수력 5,6호기 기본설계 2011.04 ~ 2012.01 현대엔지니어링(주)

캄보디아 Prek Liang 수력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2011.04 ~ 2011.07 현대엔지니어링(주)

인도네시아 Malea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 2010.08 ~ 2010.11 대우엔지니어링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기본설계 설계용역 2010.07 ~ 2010.07 유신

부안 다목적댐 기본설계 용역 2010.07 ~ 2010.08 금일엔지니어링

한강6공구 소수력발전소 상세설계 2010.05 ~ 2010.06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영흥해양 소수력 발전소1,2호기 상세설계 2010.04 ~ 2011.02 한국남동발전(주)

필리핀 Kapangan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 2010.02 ~ 2010.06 수자원공사

콩고 SNEL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 2009.02 ~ 2009.05 콩고전력청

가로림조력 2단계 타당성조사 2008.01 ~ 2008.12 현대엔지니어링㈜

강화조력발전소 타당성 설계 2008.06 ~ 2009.02 현대엔지니어링㈜

인천조력발전소 타당성 설계 2008.04 ~ 2009.03 현대엔지니어링㈜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력 및 조력발전 (3/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봉화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강재수문 설계 2016.12∼2017.01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 기계 및
전기설계 2015.10∼2016.03 ㈜경동엔지니어링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크레인 거더 프레임 설계
용역 2015.07∼2016.06 ㈜경동건설

Patrind Hydro Power Project의 Radial Gate Anchora
ge 상세도면에 대한 도면 및 설계용역 2015.06∼2015.07 동아정밀공업사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기본설계 용역 중 기계 및
전기설계 2015.05∼2016.08 ㈜경동엔지니어링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설계, 시공일괄입찰 기본설
계 용역 2014.03∼2014.07 주식회사 건화

Nepal Upper Trishuli-1 Hydroelectric Project 기본
및 실시설계 (강재설비설계) 2014.02∼2014.06 ㈜삼안

나주댐 둑 높이기 기본설계 2011.04 ~ 2011.07 한국농어촌공사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기본설계 2011.04 ~ 2011.0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저수지 둑 높이기 기본설계 2011.04 ~ 2011.07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1공구 수문제작설계 2011.03 ~ 2011.04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3공구 수문 제작설계 2011.03 ~ 2011.04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Wampu 수력발전소 Penstock 상세설계 2010.08 ~ 2014.09 인도네시아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전북 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7 ~ 2010.12 한국농어촌공사

섬진강댐 실린더게이트 챔버 3차원 구조해석 2010.06 ~ 2010.08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실시설계 2010.02 ~ 2011.06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턴키입찰설계 2010.04 ~ 2010.06 한국수자원공사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문설비 (1/2)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새만금 방수제 동진 5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1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방수제 동진 4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1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방수제 동진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11 한국농어촌공사

화순홍수조절지 수문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06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 방수제 동진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11 한국농어촌공사

화순홍수조절지 수문 기본 및 실시설계 2010.02 ~ 2010.06 한국수자원공사

한강 6공구 수문 상세설계 2010.03 ~ 2010.0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 22공구 수문상세설계 2010.03 ~ 2010.07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영산강 하구둑 3공구 수문 실시설계 2010.05 ~ 2010.07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문설비 (2/2)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강남역일대 배수개선 대책검토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2013.01 ~ 2013.02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베트남 Hoa Khanh Tay Water Supply Project 정수장
구조물 구조검토

2012.12 ~ 2013.01 태영건설

Lugoda dam and maluluma hydropower 타당성, 실시
설계

2012.07 ~ 2013.06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영흥화력 5,6호기 해양수력 발전설비 실시설계 2012.06 ~ 2012.09 한국남동발전㈜

하동화력본부 제2저탄장 석탄취급 입찰사업 2012.06 ~ 2012.09 현대건설㈜

카메룬 응고바양 철광산 은족 소수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012.06 ~ 2012.12 직접투자

당진 제2소수력 발전설비 실시설계 2012.03 ~ 2014.03 한국동서발전㈜

우즈베키스탄 3개소 펌프장 입찰설계 2012.02 ~ 2012.05 효성 굿스프링스

당진 제2소수력 발전설비 구매/토목입찰설계 2011.12 ~ 2011.12 포스코엔지니어링

영흥화력발전소 소수력 입찰설계 2011.12 ~ 2012.01 삼성중공업

수원천 실시계획 2011.11 ~ 2012.06 현대산업개발

SEC Jeddah south 2400MW Power Plant 입찰설계용역 2011.11 ~ 2012.04 현대엔지니어링

파푸아뉴기니 Rouna 소수력대안설계 2011.11 ~ 2011.12 PNG Power Ltd.(PPL)

인도네시아 Wampu 수력발전소 건설사업/토목설계 2011.10 ~ 2014.09 포스코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원료설비공사 토목설계용역 2011.10 ~ 2011.12 동양종합건설

쿠웨이트 Az-Zour North 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입찰설계용역

2011.08 ~ 2011.10 현대엔지니어링㈜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카타르 알 다키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설계 인력 파견 및
설계 용역 (공정기계 및 기계분야/배관분야/전기분야/제어
계측)

2017.02~진행중 ㈜건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TK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10∼진행중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Consultancy Services for Design Review ff Sewerage 
Network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Economi
c Analysis)

2016.08∼2017.09 (주)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파주시 LCD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단계) 
기본설계용역 2016.08∼2016.12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2016.05∼2016.12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진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기계분야) 2015.09∼2016.06 주식회사 건화

롯데칠성 맥주2공장 신축공사중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중
토목/기계/배관분야설계 2015.07∼2016.12 ㈜전테크

송악 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설계 2015.05∼2015.08 상진종합기술㈜
적도기니 아니속시 상하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기계 및
배관설계) 2015.03∼2015.06 현대엔지니어링㈜
극락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가설비(기계,전기분야) 설
계용역 2015.01∼2016.03 에이치엔티환경건설개발㈜
동두천시 하수도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용
역 2014.12∼2015.03 KG엔지니어링

Moc Chau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 Proj
ect 2014.11∼2016.11 효성굿스프링(주)

Jinjang Kepong Oleh Project 2014.05∼2015.03 WNA

DR콩고 렘바인부 수원개발 및 정수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 기계 2014.02∼2016.07 ㈜한국종합기술

고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T/K) 실시설계 2013.10∼2013.12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
계) 건설공사 실시설계 T/K (PDS 모델링) 2013.07∼2013.12 (주)서영엔지니어링
고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기본
설계용역 2013.05∼2013.08 동부엔지니어링(주)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물환경 (1/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고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기
본설계용역 2013.04∼2013.12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
의왕시 왕송 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 2013.04∼2013.07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풍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3.01∼2014.02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필리핀 Ilugin 하수처리장 입찰사업 (필리핀 Ilugin 하수
처리장 입찰사업-기계분야) 2012.12∼2013.02 현대엔지니어링(주)

요르단 Wadi Arab and Central Irbid 하수처리장사업
(기계/배관분야) 2012.12∼2013.03 현대엔지니어링(주)

사우디아라비아 SHARQ 폐수처리시설사업 / 기계배관분
야 2012.10∼2013.06 현대엔지니어링(주)

IRAQ BNCP LAND DEVELOPMENT 설계 용역 (하수기
계설계) 2012.09∼2019.09 주식회사 건화

적도기니 적조모 상하수도 시설공사 (기계설계) 2012.09∼2012.12 현대엔지니어링(주)

알바니아 티라나 하수처리장 설계검토 및 물량내역작성 2012.07∼2012.12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천시 율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기계) 2012.05∼2012.08 주식회사 동호

쿠웨이트 Clean Fuels Project 입찰설계 2012.08 ~ 2012.10 현대엔지니어링

사우디아라비아 AIRPORT 2 입찰설계 2012.02 ~ 2012.06 대림산업

대전 하수처리장시설 기본설계 2011.07 ~ 2011.11 대전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설계 2011.06 ~ 2011.08 화성도시공단

건축자재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011.05 ~ 2011.11 화성시

적도기니 아니속 상하수도 실시설계 2011.06 ~ 2011.10 현대엔지니어링

상현하수재이용시설 실시설계 2011.04 ~ 2011.06 광교신도시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물환경 (2/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유기페수처리장 기본설계 2011.04 ~ 2011.06 하이닉스 반도체

건축자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2011.04 ~ 2011.11 괴산군

이집트 카이로 하수처리장 입찰설계 2011.02 ~ 2011.06 GS건설

청심 수질복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11.03 ~ 2011.06 청심재단

온천천 하상여과시설 실시설계 2010.07 ~ 2011.04 아산시

임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2010.08 ~ 2011.02 임실군

성남시 탄천 하상여과시설 2010.04 ~ 2010.05 성남시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물환경 (3/3)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SAC 배관설계 2017.05~2017.06 성광기전

V-Project 신규 설비에 대한 검사용 도면 구축 용역 2014.07∼2014.10 SK 인천석유화학

당진 9,10호기 회 처리설비 [ISO Metric 도면 및 BOM, Fina
l Smart Plan Review] 2014.04∼2015.04 한라산업개발

Saudi Ma`aden Alumina Refinery Project 2013.10∼2014.05 현대건설㈜

FIRST MCA PIGMENT MANUFACTURING CHUNGJU PL
ANT(배관/3D Modeling분야) 2013.04∼2013.08 (주)범창종합기술

브라질 CSP 발전 DEMI Water & Wastewate Treatment S
ystem 2013.01∼2013.08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요르단 Wadi Arab and Central Irbid 하수처리장사업 (기
계/배관분야) 2012.12∼2013.03 현대엔지니어링(주)

사우디아라비아 SHARQ 폐수처리시설사업 / 기계배관분야 2012.10∼2013.06 현대엔지니어링(주)

쿠웨이트 Clean Fuels Project 부지정지사업 (기계배관/소
방분야) 2012.08∼2012.10 현대엔지니어링(주)

브라질 CSP 제강(SMP) 수처리설비/배관설계 용역 2012.08∼2015.06 (주)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CSP 연주 (CCM) 수처리설비/배관설계용역 2012.08∼2015.06 (주)포스코엔지니어링

하동화력 제2저탄장 석탄취급설비 입찰설계용역 2012.5∼2012.10 현대건설㈜

Bahrain Steel Mill Plant(배관분야/ISOMETRIC)작성 용역 2012.02∼2012.05 (주)범창종합기술

이맥바이오 순천공장 증설공사 기계/배관설계 2011.08 ~ 2011.12 이맥바이오

현대제철 당진2후판공장 수처리설비 배관설계 2011.06 ~ 2012.01 현대제철 당진공장

OCI 폴리실리콘 P3 Cleaning 공정 기계/철골/배관설계 2011.03 ~ 2011.08 OCI 군산공장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1/2)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파주 LCD P9 Project 배관설계 2011.01 ~ 2011.07 LGD

Malaysia GBD Bio-Diesel Plant 2009.11 ~ 2010.11 Malaysia GBD

구미 LCD 전처리 및 공업용수 2010.07 ~ 2011.01 LGD

의암 Hydro Power Plant 배관설계 2008.09 ~ 2012.12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상세설계 2005.01 ~ 2006.01 동부건설㈜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플랜트 (2/2)

엔지니어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SK인천석유화학 Compressor 배관공사 2013.07 ~ 2013.10 SK인천석유화학

영국 BP가스발전 터빈 Inspection 2013.07 ~ 2013.09 GLOTECK

조현초교 기계설비공사 2013.01 ~ 2013.09 양평교육청

Iran 가스발전 기계공사 2013.01 ~ 2013.08 SAVA NOAVARAN

양서초교 기계설비공사 2012.11 ~ 2013.04 양평교육청

금왕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계공사 2012.10 ~ 2012.11 양평지방공사

지평하수처리장 설비보수공사 2012.08 ~ 2012.11 양평군 환경사업소

이천비축기지 설비보수공사 2012.05 ~ 2012.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교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012.03 ~ 2012.06 양평군청

재활용선별장 기계설치공사 2012.01 ~ 2012.03 양평군청

양평군 도곡리 기계공사 2011.12 ~ 2012.02 양평군청

바이오디젤공장 증설공사 2011.09 ~ 2011.12 이맥바이오

폴리실리콘 공장 기계공사 2011.05 ~ 2011.09 OCI

양평가축 분뇨처리장 기계공사 2010.11 ~ 2011.01 양평군 환경사업소

말레이지아 바이오디젤공장 기계배관공사 2010.01 ~ 2010.12 말레이지아 GBD

말레이지아 바이오디젤공장 탱크설치공사 2010.04 ~ 2010.11 말레이지아 GBD

말레이지아 바이오디젤공장 하수처리장공사 2010.06 ~ 2010.11 말레이지아 GBD

말레이지아 바이오디젤공장 보일러 설치공사 2010.05 ~ 2010.09 말레이지아 GBD

양평하수처리장 기계설비공사 2010.06 ~ 2010.07 양평군 환경사업소

에코에너텍 공장증축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2007.05 ~ 2007.09 에코에너텍

주요실적 및 실적현황

건설부문

건 설



7. 장비보유현황



장치 및 소프트웨어 모 델 명 규 격 보유대수 구입년도

Desk Top P/C Master Pice - 25 2005~2016

Note Book Sens - 10 2007~2016

복합기 Canon A3/A4 1 2011

프린터 HP A3/A4 1 2010

칼라프린터 Canon A4 2 2009

Turbine Pro - - 1 2009

Server - - 1 2012

각종워드프로그램 MS 식 23 2007~2016

적산프로그램 설비통합내역관리 개 1 2007

공정관리프로그램 MS PROJECT 개 2 2007

CAD 프로그램 AUTO CAD 2012 개 16 2011~2016

배관,기계 설계프로그램 PDS V8 개 4 2012

배관,기계 설계프로그램 Microstation-J V7 개 1 2012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EMS-2009 식 2 2013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EBS/8.x-C 식 1 2013

장비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8.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305호

주소 : (0850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가산동) STX-V타워 305호
Tel : 02-792-6077,8 Fax : 02-796-6078
Homepage : http://www.bsreng.co.kr
E-mail : bsr@bsreng.co.kr
Webhard :  bsreng / 1234

오시는 길 : 가산디지털단지역(1, 7호선) - 5번 출구 (수출의 다리방향 200M)

오시는 길



㈜비스알이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305호(가산동, STX-V 타워)
Tel. 02-792-6077~8  Fax. 02-796-6078

보다 힘찬 내일을 위한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