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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의 오일 & 가스 사업
다운스트림(Downstream) 오일 & 가스 산업에서는
대량의 물이 소비됩니다.
환경 기준에 따라 산업 폐수는 자연 환경으로 배출
되기 전, 반드시 정화 활동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부 오염물질을 회수하여 중요 부산물로 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일 & 가스 업계에 비용 효율성과
환경적 책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습니다.

베올리아의 산업체 서비스 범위
종합(Total) 관리
•통합형(물, 폐기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유지보수

폐기

•산업 단지 내 청소/세척 및
유지 관리 서비스

•오염 제거/ 정화
•해체
•복원

탱크 청소/세척

토양 복원

탱크 청소/세척
참조 자료: 싱가포르 탱크 청소 및 유지보수 서비스

오일 탱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오일 유출 및 토양 오염 방지
•저장 용량 감소

회사

계약 내용

•침전물로 인한 데드스톡(dead stock) 및
침전물 내 저장물(원료) 다량 함유

1. Exxon
Mobil
Chemical

•타르 탱크(1,500 톤) 청소/세척 서비스 계약: 5년
•오일 탱크 슬러지 제거 및 유지보수 계약: 3+2년
•하수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5년

2. Oil tanking

토털 플랜트 관리 계약: 매년 갱신

3. TPC

설비 관리 계약: 매년 갱신

•침전물과 탱크 바닥 사이에 농축된 물과
염으로 인해 부식이 가속화되어 수명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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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탱크 청소/세척 가치 체인 (Value Chain)
슬러지 제거

(인력 사용)

•직접청소(인력 사용) 또는 베올리아 비(非) 인력 기술 활용:

•도저(Dozer)

1. 자동 탱크 청소 - HP: High
Pressure “고압세척”

2. 재부유
(Resuspension)

3. HC: Hydro Carbon
“유기탄소 용해”

•Manway Cannon:

•AN 2001 작동 노즐은

•COWS(Crude Oil Washing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혼합 작용을 통해

System, 원유 세정 시스템)은

저장탱크 또는, 원유

오일의 슬러지를

슬러지 내 탄화수소를 용해시켜

탱크 내부 청소 솔루션

재부유 시킵니다.

회수하면서 고체 침전물을
분리시켜 줍니다.

•Gator: 무인 탱크 청소

작용을 통해 오일의

대용량 물 분사 서비스

슬러지를 재부유

•직접 청소

기계 작업

•탈가스(Degassing)

슬러지 분리
•원심분리기
•필터 프레스

•P43 시스템은 혼합

기능을 제공하는 고압

탱크 검사

최종 클리닝

시킵니다

폐기물 처분

토양 복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현장의 정화관리 및 물질을 복원 또는 관리하기 위한 산업 및 상업 부분의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지원해 줄 회사와의 제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베올리아는 유기물, 지속성 유기 오염물뿐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토양, 액체 및 비액체 산업 잔류물, 공정 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물을 처리하고 복원합니다.

오염토양 복원 부문의 베올리아 서비스 솔루션
•버려진 땅 복원 및 복구
•운영 현장 오염 제거
•현장 통제 및 평가
•오염사고 안전성 평가
•이전 폐기물 매립/보관 현장 복원

사례: 프랑스 리옹(Lyon)
리옹 콩플뤼앙스(Lyon Confluence) 프로젝트
유럽 최대 규모로 꼽히는 도시 복구 프로젝트.
수상 레크리에이션 지역 조성
주요 특징

토양 복원 기술
격리
(Containment)

생물학적 기법
•바이오벤팅, 바이오추출
•바이오파일
•바이오슬러리, 바이오리액터
•생분해, 퇴비화
•토양경작

프로젝트
총 비용

11억 4천 5백 만 유로 투자:
공공부문 40%-민간부문 60%.

건설 계획

총 건설 계획: 100만 평방미터 (m2)
강 유역 2만 평방미터 (m2)

안정화 (Stabilization)
•화학적 고정화, 불활성화,
고형화

현장 (In Situ)
복구 전

프로젝트
단계

•2006년 10월 시공 ~ 2008년 완공

오염원

•이전 가스 공장의 석탄 침전물

열 처리 기법
•직접 열 탈착
•간접 열 탈착
•소각
•용융 및 유리화

물리화학적 기법
•펌핑, 스크리밍(Screaming)
•환기, 살포, 스트리핑(Stripping)
•화학적 산화
•솔벤트 추출
•세정/세척

장외 (Ex Situ...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름

문의: graham.thompson@veolia.com

www.veolia.co.kr

복구 후

•화학물질 별로 분류한 후, 철거 및 회수
4십만 톤의 물질 제거

•약 6만 입방 미터의 물질을 열,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을 사용해 현장에서
처리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접근법에
따라 처리된 토양은 대부분 현장에서 재사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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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에너지, 폐기물: 순환 경제 성공의 열쇠
물-에너지 폐기물 자원에 대한 통합형 접근법은 순환 경제 성공의 핵심 비결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도 구사해야 합니다.

기업과 도시, 시민 사회의 유기적 공조
순환 경제는 지자체와 기업에 가치를 창출해 줍니다. 지자체에게 있어 순환 경제는
호감도와 장기적인 회복력을 개선해 주고, 궁극적으로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원자재 가용성과 가격 변동성을 비롯한 업스트림 위험에
대비하고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데 기여합니다.

런던 자치구 서더크(Southwark),
지역 폐기물을 사용해 난방열과 온수 생산

베올리아는 유기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연료로 활용해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합니다.

Resourcing the world
베올리아의 혁신은 도시와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과 에너지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순환 경제 접근법 내에서 물질 회수 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산업체를 지원합니다.

더반(Durban): 도시 하폐수 중 98% 재활용
베올리아는 제조 공정수를 재활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더반 재활용 계획을 개발하여, 도시 폐수 중 98%를 재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소비되는 양 중 4만 톤을 재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 보존은 베올리아의 두 번째 약속으로, 균형을 이룬 생태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운스트림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자원만을 추출합니다.

자원 보충의 핵심은 대체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재료 재활용과 폐기물 회수 기술의 혁신을 통해 베올리아는 추출한 자원의 수명을 대폭
늘리고 사용 가치를 크게 높여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의 원동력은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 줄 수 있도록 에너지, 재료, 모든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해 줄 가장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Pearl GTL, 카타르
Pearl GTL(Gas-to-Liquid) 산업단지는 이 분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로, 순환 경제의 가장 좋은
본보기 입니다. 이 산업단지에서는 14만 배럴 상당의 오일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12만 배럴이
액화 천연가스(LNG)와 에탄으로 전환됩니다.
베올리아는 쉘(Shell)과 카타르 석유(Qatar Petroleum)를 위해 발생한 폐수의 100%(일일45,000톤의
폐수)를 재활용하는 고유한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GTL(gas-to-liquid) 공정 전환기로서 현장에서 폐수를 완전히 재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은 세계 최대의 GTL 플랜트가 되고자 하는 ZLD(무방류) 목표에 부합합니다.

문의: francois.vince@veo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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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이 최우선 순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 거대도시의 밀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놀라운 속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지속 가능한 도시
베올리아는 물, 폐기물, 에너지 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하여 해당 지역의 개인,
산업체, 지자체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유틸리티 관리를 위해 정성적이고 정량적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네트워크와 스마트 건물 관리
솔루션이 좋은 예입니다.

사회
삶의 질 보장

호감도 상승

환경

도시 역동성 제고, 그리고
기업, 투자, 인재 유치

지역 및 전 세계 환경 존중

지속 가능한
도시

베올리아는 다음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예산 최적화

회복력

가장 효율적인 투자 선택

도시의 적응력과 예측력 강화

•각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솔루션
•전반적인 흐름(flow) 분석을 토대로 한 솔루션으로, 물과 에너지 사이의
시너지 또는 폐기물과 에너지 사이의 시너지 효과 촉진
•최종 용도 솔루션에 초점을 두고 고성능 기술을 최적의 비용으로
서비스에 통합
•끝으로, 상황 별로 조정 가능한 통제 방식과 장기적인 관리 서비스

지속 가능한 도시의 혜택과 이를 위한 베올리아의 솔루션:
•자원 보존: 폐수 재활용

•스마트 시스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도시 모니터링, 음용수 생산이력제

•대체 에너지: 폐수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시민 권한 부여: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삶의 질과 환경 보건: 폐기물 수거, 열섬(heat island) 현상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2EI(Éco Environnement Ingénerie)

•사회 형평성: 용수 접근성 확보

사례: 발 드 유럽(Val d’Europe) 산업단지 내 데이터 센터에서 열 회수
•배경: 데이터 센터에서 2차 에너지를 회수하여 선순환 난방 네트워크에 전원 공급
•솔루션: 은행의 데이터 센터를 업무 단지에 공급하는 도시 난방 네트워크의 열원으로 사용.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을 열 교환기를 통해 회수하여 난방 네트워크의
온수를 55℃로 가열하는데 사용.
•결과: 매년 26,000 mWh 열 공급, 이 양은 600,000 m2에 이르는 건물에 난방 제공이 가능.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매년 5,400톤 이상 감소

사례: 스마트 서비스 – 소비자용 모바일 앱
My Consumption: 인식 제고
•목적: 이동성과 정보 신속성에 대한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고객 관계 제공
•예: MyWaterConsumption 물 소비량에 대한 일일 정보, 전월 유틸리티 청구서에 대한 세부 정보, 누수 감지,
이메일이나 SMS 알림, 해당 지역의 관세, 수질, 진행 중인 현장 작업에 대한 정보
•적용 도시: 체코, 중국, 프랑스 등

문의: frederic.lucas@veolia.com

www.veol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