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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코리아

e-뉴스레터

베올리아는 공정 설계부터 턴키(Turn-key) 설치 및 전과정 서비스를 포괄

하는 당사만의 용수, 폐수,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제성과 환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제조시설 성능을 최적화

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은 높이고, 고객사의 활동에 의한 생태학적 영향은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의 노하우를 활용, 물순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펄프 및 제지 생산 시 1톤당 물 소비량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펄프 및 제지 산업을 위한 베올리아의 서비스

www.veolia.co.kr 

펄프 및 제지 산업의 당면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원활한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생산성 보장과 원자재, 생산 도구(설비) 및 직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 생산 최적화, 개선 목표 달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

베올리아의 솔루션

요구 사항 기술

원수(raw water) 정화 • 원수 처리, ActifloTM와 같은 고속 정화 시스템을 사용한 공정수 생산

역삼투 – 보일러 급수 처리 • 탄산염 제거, 광물질 제거, 역삼투를 통한 보일러 급수 처리  

증발법 • 다중 효용 증발법을 통한 흑액(black liquor), 증기폐액 처리

결정화 • 결정화를 통한 염화물과 칼륨 제거

호기성 처리 - 생물여과
• Biostyr™ 및 Biostyr™ 패키지 플랜트
• Biosep® / Neosep® & Biosep® Pack : 멤브레인 생물반응기(MBR) 

호기성 처리 - 고정 생물막 및 MBR • AnoxKaldnes™ MBBR- 이동층 생물반응기 : Kaldnes™
• Biosep™ & Biosep™ Pack : 멤브레인 생물반응기 (MBR)

호기성 처리 - 활성 슬러지
• Azenit™ - 질산화 및 탈질소  
• IFAS AnoxKaldnes™

혐기성 처리 • Biothane™

슬러지 처리 • 슬러지 처리 및 탈수

베올리아는 전세계 1,000개 이상의 펄프 및 제지 업계 고객사에게 용수 및 폐수 처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수 및 공정수 처리

▶오폐수 처리

▶슬러지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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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솔루션을 선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엄격한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 물순환 생산 비용 최적화

• 물 소비량(m3)과 펄프/제지 생산량(톤) 비율 최적화

•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최적화하여 용수와 섬유질(fibre) 재활용

•환경 관리와 규제 준수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 보장

•ISO 9000, ISO 14000, ISO 18001 준수

사례 : (주)홍원제지(Hongwon Paper Manufacturing Co. Ltd.), 한국 

2014년 9월, 베올리아는 10년 간 홍원제지의 보일러 설비 운영과 스팀 공급을 위해 홍원제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객사인 홍원제지는 국내펄프 및 제지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종이 제품, 

주로 인쇄 용지를 생산합니다. 

베올리아는 연간 330,000톤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보일러 설비를 인수함으로써 전반적인 열 생산 

성능 특히, 연소비용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설비의 CO2 배출량 3% 감축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소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치 Pyeongtaek
운영 개시 November  2014 (10년 계약)
고객사 홍원제지

계약형태 AOT (인수 – 운영관리 – 양도)
서비스 범위 보일러 설비 운영, 스팀 공급, 설비 유지 관리

유형 Pet Coke Boiler
스팀 공급 50 ton/h @ 10kg/cm2

사례 : Anhui Shanying Paper Industry Co. Ltd., 중국

제조시설은 탈묵(Deinking) 공정을 통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고, OCC(Old Corrugated Container) 재생지

에서 테스트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iothane™이 적용한 것은 혐기성 BiobedⓇ EGSB 공정으로서, 

결과적으로 대량의 COD 부하가 바이오 가스로 전환됩니다. 

본 하폐수 처리 시설은 오폐수 한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3단계 (균등화를 위한 전처리, 일차 정화기에서 

침전-고형물 제거 및 냉각, 대량의 COD 제거를 위한 혐기성 처리 및 혐기성 오폐수의 최종 폴리싱을 

위한 호기성 후처리)로 이뤄져 있습니다. 

유량 m3/d 25,000
COD 부하 kg/d 46,000
TSS mg/l < 200
SCOD mg/l 1,840
온도 ◦C < 40

원폐수 특성(전처리 후)

컨디셔닝 탱크 m3 144
BiobedⓇ EGSB m3 2680
반응기 용적 부하 Kg COD/m3.d 17.2
수력학적 체류시간(HRT) h 2.5
바이오 가스 생산 N m3/h 700

시스템 특징

문의: sangho.lee@veolia.com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국제회의(Smart City Expo 
and World Congress)가 개최되는 동안, IBM과 베올리아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강력한 디지털 

기술을 도시 서비스에 접목한 본 솔루션은 전 세계 지자체의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 시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IBM과 협력하여 여러 도시에서 도시 자원용 디지털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자체 서비스 고위 공무원들에게 업계 최대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제시, 지자체 서비스 업체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올리아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성과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즉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턴키 방식의 디지털 

솔루션을 다른 도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IBM과 베올리아는 먼저 IBM Intelligent Water 소프트웨어를 접목, 신규 솔루션 Smarter Water를 구현하여 빅데이터 활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물 관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 최적화,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 솔루션은 베올리아가 오늘날 가장 앞선 물 관리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물과 하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리용(Lyon)과 영국 티드워스(Tidworth)에서 실행 중 입니다. 베올리아는 분산돼 있던 각 지자체의 물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첨단 분석법을 적용하여 현재 추세와 패턴을 정확히 포착, 예측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전체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 관리 효율성 개선은 물론, 폐기물의 대량 감소, 고객사의 비용 절감, 도시 행정 책임자의 업무 능률 

향상과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가장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결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운영 업계의 세계적 선두주자 베올리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 에너지,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자사만의 오랜 노하우와 IBM의 데이터 기반 정보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이는 여러 도시가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서 베올리아와 IBM은 에너지 관리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베올리아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BM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물 솔루션은 현재 적용 운영중이며, 에너지 및 폐수용 솔루션은 2015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IBM과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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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와 IBM은 도시 용수, 에너지, 폐기물 관리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디지털 도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의: frederic.lucas@veolia.com



Memthane®, 산업용 고농도 폐수용

베올리아의 솔루션으로 고농도 오폐수도 맑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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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고 운영이 용이한 솔루션

MemthaneⓇ은 성능상의 이점 외에도 멤브레인, 화학물질, 슬러지 최종 

처분과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존 

기술에 비해 총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또한 간편한 완전 자동식 단일 반응기 시스템이므로 원격 제어도 문제 

없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

MemthaneⓇ은 양조 업체, 유제품 회사, 바이오 에탄올 생산업체, 인스턴트 
커피 공장 등과 같은 산업체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현탁액(high-solid) 폐수
를 처리합니다. 부유 상태의 오폐수 현탁액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영양분 회수
와 시설 용수로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돕는 역할도 합니다.
부차적으로 생산된 메탄(바이오) 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생산 설비 
에너지와 열 수요량 중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조업체를 
예로 들자면 이 가스만으로도 전체 수요량 100%를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다.

MemthaneⓇ은 혐기성 멤브레인 생물반응기(Anaerobic Membrane Bio-
Reactor, AnMBR)로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오폐수 

재활용은 물론 외부에 배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정화합니다. 

멤탄은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소형 특수 솔루션으로, 최종 처분 비용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이오 가스를 생산합니다.

문의: jongboo.kim@veolia.com

이점:

> 비용 절감

> 최고의 오폐수 품질

> 친환경 바이오 가스 에너지의 
   최대화

> 견고하고 운영이 쉬운 제품

> 탄소 배출량 감축

> 영양분을 쉽게 회수하여 
   유기 퇴비로 활용 가능

> 검증된 실적

> 바이오 가스 세정 효과 방지

> 무취

MemthaneⓇ,  고농도 폐수에 이상적인 솔루션:

> 고농축 용수 유제품 유청 등 COD 15,000 ~ 250,000 ppm 
> 에탄올 시설: 증류폐액형 용수: 증류 찌꺼기, 증류공정 잔류물, 
   묽은 증류폐액, 발효 찌꺼기(Vinasse) 
> 패트 오일 및 유지(기름) 포함 용수: 아이스크림과 바이오디젤
> 전분 슬러리
> 고농도 COD 화학물질 응용

> 풀스케일(Full scale) 계약 6건 

> 4년 간의 풀스케일(Full scale) 운영 경험

> 유업 분야(미국)

> 바이오 에탄올 공장(유럽)

> 셀룰로오스 바이오 에탄올 공장(미국)

> 바이오 디젤 공장(미국)

> 식품 가공 분야(영국)

Memthane®의 경제적인 설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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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처리

호기성 & 혐기성 처리후

Memthane®

검증된 혁신적인 제품

MemthaneⓇ는 두 가지 검증된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혐기성 생물학적 
폐수 처리

+
멤브레인 분리 공정

=
혁신적인 

단일 솔루션

> COD + TSS 제거 극대화

> 폐기 비용 없음

> 메탄(바이오) 가스 생성

사례 : 베올리아의 검증된 실적



EXELYS™는 차세대 열 가수분해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열 가수분해는 혐기성 소화 시스템에서 전처리에 사용할 경우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높이고 고형물 감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가수분해된 슬러지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ExelysTM는 기존 소화 시스템 용량을 증가 시켜주는 이상적인 솔루션

입니다. 

ExelysTM - 재생 가능한 고형물 에너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공법

열 가수분해와 혐기성 소화를 결합한 ExelysTM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소화 시스템 대비 한층 앞선 성능과 최적화된 슬러지 처리 수준을 

자랑합니다.

ExelysTM는 모든 유형의 유기 슬러지, 산업용 슬러지, 지자체 

슬러지를 비롯, 기름(grease)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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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5% 슬러지 감량화
> 30-50% 바이오 가스 생산 증대
> 무취
> 살균된 슬러지 생산(위생시설 관련 위험 통제 및 농업용 
   재활용 시 안전 확보)

> Marquette-Lez-Lile, 프랑스, 2015년: 620,000PE* 및 

  22,000t DS/년 

> Versailles, 프랑스, 2015년: 330,000PE 및 8,300t DS/년
> Bonneuil-en-France, 2012년: 15,000 PE** 및 300t DS/년

* PE: Population Equivalent(등가 인구)
** 산업용 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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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

친환경 에너지
(전력)

열교환 시스템

스팀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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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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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압력유지 펌프희석수공급 펌프

슬러지

스팀

CHP

사례

하폐수 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음료수, 무기물 등을 회수하는 초현대식 정제시설과 공장이 

대규모로 가동 중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올리아의 수처리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한낱 상상이 아닙니다. 

베올리아 남아프리카(Veolia South Africa)의 지자체 엔지니어링 부문 이사 로랑 슈미트(Laurent Schmitt)는 “이전에는 슬러지 속의 인과 같은 

물질은 그냥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변이나 화학물질속의 풍부함은 폐수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원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