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미래, 인간, 기술 중심의 생활화학기업 



서울시청 : 43km 

인천공항 : 31km 

검단오류역 : 4km 
검암역 : 4km 
청라IC : 10km 



CEO 이 기 영 



미션 
창의적인 기술혁신으로 생활환경을  

이롭게 치유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 

비전 
세상의 중심인 사람과 환경을 이롭게 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화학솔루션 기업 

경영목표 
변화와 도전을 즐길 줄 아는 기업 

핵심가치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감동 





운송장비 (총 7대) 

처리 및 보관시설 

● 중 화 시 설 : 2기 
● 증류•정제시설 : 9기  
● 파 이 롯 트 : 1기 
● 위험물저장시설 : 1,400m³ 

회 사 명 이경화학㈜ 

설 립 일 2008년 4월 1일 

사업종목 유기용제정제, 고순도 Diol계 

근무인원 30명 

소 재 지 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155(오류동) 

홈페이지 www.rkchem.com 

시설장비현황 기업개요 

● 23톤 탱크로리 : 2대 

● 15톤 탱크로리 : 2대 

● 기타 운반차량 : 3대 

처리능력 

● 폐유기용제 : 40ton/8hr 

● 폐기용제유 : 44ton/8hr 

● 폐기물운반 : 65ton/Day 



수탁 처리시설 

운송장비 (총 9대) 

재이용 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2기 
● 증발농축시설 : 2기 
● 탈 수 시 설 : 4기 
● 보   일   러 : 4대 

● 23톤 탱크로리 : 4대 

● 88톤 탱크로리 : 2대 

● 1.5톤 운반차량 : 3대 

● Ag 회수시설 : 4기 

● 화학적처리시설 : 1기 

시설장비현황 

회 사 명 이경이앤씨 

설 립 일 1989년 5월 9일 

사업종목 폐수수탁처리, 폐수재이용 

근무인원 30명 

소 재 지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286번길 29 

홈페이지 www.rkenc.com 

기업개요 



폐유기용제 정제 및 석유제조 고순도 Diol계 기초유기화합물 

폐수 수탁처리 폐수 재이용 

이경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 및 환경솔루션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C&D기술혁신센터 

기초유기화합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차세대  

사업추진을 실행하기 위한 이경의 신성장 동력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유기용제 정제분야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고부터 출고까지 5Q/A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경이 되고자 합니다! 



이경화학 
화학, 제약, 화장품 등 30여개의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Ethyl alcohol을 포함한 15개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이앤씨 
산업 전반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탁 및 재이용 처리하고 있으며, 500여개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 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           폐수배출시설허가                  ISO9001                     ISO14001                 비전기업인증서                   이노비즈 

            품질인증서                   환경인증서                    고순도MCT                     오일제조                      피부보습             유사휘발유 연속분리정제   고순도2메틸프로판디올 

환경 
인허가 

경영 
인증서 특허 

8건 10건 14건 



FEED  
TANK 

H2O 

제품 
PRE HEATER 

 

Reflux  
Tank 

1차 제품 
회수탱크 

최종제품 
회수탱크 

Q/C 

고객사 Q/A 

Q/C 

고객사 

 
 

저장탱크 

 
 

오일회수장치 

 
 

첨가제교반기 

 
 

1차 제품회수탱크 

 
 

최종제품 회수탱크 

 
 

반응기 

 
 

Reflux Tank 

 
 

W/W TANK 





품 목 약 어 CAS No. 분자식 

품 질 

GC순도(%) 수분(%) 

 노말메틸피로리돈 NMP 872-50-4 C5H9NO 99.5 min 0.05 max 

 2-부탄올 2-BuOH 78-92-2 CH2Cl2 99.5 min 0.05 max 

 뷰틸 아세테이트 BA 123-86-4 C6H12O2 99.5 min 0.05 max 

 메탄올 MeOH 67-56-1 CH3OH 99.0 min 0.10 max 

 메틸클로라이드 MC 75-09-2 CH2Cl2 95.0 min 0.10 max 

 아세톤 AC 67-64-1 C3H6O 99.0 min 0.10 max 

 아세트산에틸 EA 141-78-6 C4H8O2 99.5 min 0.05 max 

 에탄올 EtOH 64-17-5 C2H6O 99.5 min 8.00 max 

 톨루엔 Tol 108-88-3 C7H8 99.5 min 0.05 max 



품 목 약 어 CAS No. 분자식 

품 질 

GC순도(%) 수분(%) 

  Ethylhexylglycerin EHG 70445-33-9 C11H24O3 99.5 min 0.1 max 

  4-Hydroxy acetophenone 4HAP 99-93-4 C8H8O2 99.0 min - 

  1,2-Hexanediol 1,2-HDO 6920-22-5 C6H14O2 99.7 min 0.1 max 

  2-Methyl-1,3-propanediol MPO 2163-42-0 C4H10O2 99.7 min 0.1 max 

  1,2-Pentanediol 1,2-PDO 5343-92-0 C5H12O2 99.5 min 0.1 max 

  1,3-Butanediol 1,3-BG 107-88-0 C4H10O2 99.5 min 0.1 max 



전용 SYSTEM 

 

5Q/A SYSTEM 

 

공정관리 SYSTEM 

  정제시설 

 운반차량  

 보관탱크 

 생산정보공유  

 운송정보공유  

 품질정보공유  

정확  

신속 

안전 

책임(실명)  

Non-Stop 



이경화학 이경이앤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