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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미래 : 막중한 환경 과제
160년 이상의 물 관리 사업과 70년의 수처리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자랑
하는 환경 서비스 전문 기업, 베올리아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당사만의 폐기물 관리 노하우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이러한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에서의 제약 조건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절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매립지 처리
공정을 제안합니다.
당사는 예비 처리 공정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림
으로써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혹은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매립으로만
처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꾸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베올리아의 노하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수거를 비롯하여,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이상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 제공 서비스
•매립지 설계 및 시공
•매립지 운영 및 관리 : 폐기물 매립, 환경 관리 및 에너지 회수
•매립지 폐쇄 및 사후 관리 : 장비 관리, 폐수 처리, 바이오가스 재활용 및 조경식재

설계 및 시공

운영

사후 관리

•인허가
•수문학적, 지질학적 연구
•환경학적 연구
•부지 조성 : 굴착 및 메우기
•매립 셀(cell) 구축

•운영자 안전
•지역주민 안전
•환경 보호 및 모니터링
•침출수 처리
•바이오가스 포집
•바이오가스 개질

•조경식재
•바이오가스 포집 및 재활용
•침출수 처리

베올리아 주요 사업 현황
전 세계 무해성/
비활성 폐기물 매립지

149

개소 운영
(2014년 기준)

www.veolia.co.kr

무해성 폐기물
운영 사업장

75개소

비활성 폐기물
처리 사업장 운영

4개소

사후 관리
운영 사업장

62개소

바이오가스
재활용 관련 계약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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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성 측면
목적 :
•새로운 운영 방식(가스 회수 컨트롤, 생물 반응기, 폐기물 셀 매립 효율 증진을 위한 수평 배수 공법 등)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바이오가스의 재활용 및 재활용 방법의 다변화

매립지 내 에너지 회수 현황(2014년)
1,342,000 MWh의 전기 판매량,
인구 168,000명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

에너지 회수

21,200 MWh의 열에너지 판매량 +
4,073,000 Nm3의 바이오가스 직접 이용량,
2,400가구 난방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

무해성 폐기물 (NHW) 21,770 Mt 매립(2014년)

사례
호주 Ti Tree

홍콩 Green Valley

•연간 처리 용량 : 517,000톤/년
•면적 : 30헥타르
•2003년 운영 개시
•처리 폐기물 : 도심고형 폐기물(MSW),
상공업 폐기물(C&I), 비활성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바이오가스 재활용 : 전기
•침출수 처리 : 저류조 자연 증발 방식

•연간 처리 용량 : 1,646,000톤/년
•1993년 운영 개시
•처리 폐기물 : 도심고형 폐기물(MSW),
상공업 폐기물(C&I), 비활성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바이오가스 재활용 : 난방 및 전기
•침출수 처리 :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처리

프랑스 Plessis-Gassot

펌프 제어
매립 셀(cell)

전력 생산 : 가스 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가스 재활용 사례, Electr’od
파리 외곽에 자리한 플레시-가소(Plessis-Gassot) 매립지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존 폐기물 95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전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
‘Electr’od’ 열병합 발전소는 매립지에서 포집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연간 130GWh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는 41,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난방 제외).

모니터링
엔진
바이오 가스
침출수 처리

발전

열

전기
활성탄

문의: hans.jeong@veolia.com

www.veolia.co.kr

바이오가스 공급장치

지역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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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SIAAP사의 폐수 전처리 시설
전면 업그레이드 실시
베올리아가 오는 2023년까지 프랑스 클리쉬(Clichy) 소재 SIAAP(Syndicat Interdépartmental
d’Assainissement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 파리시 위생국) 폐수처리장의 개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의 모든 폐수가 이곳에서 일괄 처리
됩니다.
베올리아는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클리쉬 내 기존 SIAAP 시설을 현대화하고 더불어 새로운
전처리 시설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Avant Seine”로 명명된 본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일드프랑스 지역 내 발생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기존
시설(전처리 시설 및 펌프장)은 개보수되고, 처리 용량은 초당 20m3에서 35m3로 증가합니다.

환경 서비스 분야 보유 기술과 실적
새로운 전처리 시설(스크리닝 및 모래 제거)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탁월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대형 폐기물에 적합한 자동화 그라플과
압착기가 사용됩니다. 모래 세척기는 규질 폐기물에서 유기물을 제거하여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베올리아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 인력에게 악취가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AQUILAIR® 기술을 도입합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태양광 패널과 급탕 집열기를 설치하는 한편, Energido® 기술을 적용하여 폐수에서 열을 회수할 것입니다.

주요 정보

프로젝트 일정

•2014년 3억 1천 6백 만m3의 폐수 처리

•공사 기간 : 96개월

•시간 당 375,000m 의 공기 탈취

•프로젝트 범위 : 설계, 신축 시설과 기존 시설 개량을 위한
연구, 실측 및 기술 지원 기간 동안 시운전 및 감독

3

•작업 완료 시 35 m /초의 처리 용량
3

프랑스 내 신규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계약들
베올리아는 다수의 계약을 갱신, 수주하며 프랑스 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사업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당사는 재활용 원자재와 신재생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모범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주요 수주 실적으로는 Greater Limoges와 체결한 4,900만 유로 규모의 7개년
프로젝트, SIDMA Cœur Pays d’Auge와 체결한 2,400만 유로 규모의 5개년 프로젝트,
Greater Quimper와 체결한 1,200만 유로 5개년 프로젝트, Eure와 체결한 600만
유로 규모의 생활 폐수 처리 및 연구 3개년 프로젝트등이 있으며, 각 계약은 모두
2015년 발효됩니다.
Syndicat Intercommunautaire du Littoral (Littoral 주 상호 협동 조합)은 Echillais
(Poitou-Charentes) 소재 폐기물 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 처리 업무를 베올리아에게
12년 간 운영 위탁하였습니다. 생산 에너지 규모는 열 25GWh, 전기 28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017년 기준).
Syndicat Départemental pour l’E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de Haute Marn(Haute Marn
지역 생활 폐기물 처리 협동 조합)도 베올리아에게 향후 5년 간 Chaumon에 위치한 에너지 재활용
시설의 개량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본 시설의 열 생산량은 오는 2018년과 2023년 사이에 이르러 연간
21 GWh에서 47 GWh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난방 네트워크와 전력 생산도 점차 일원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드프랑스 소재 Communauté d’Agglomération de Cergy-Pontoise(Cergy-Pontoise 지역 조합)는
폐기물 처리센터 Recycl’Inn의 시공과 운영을 베올리아에 맡겼습니다. Recycl’Inn은 사용자에게 더 큰
효율과 편의를 선사하는 차세대 분류 시설로,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을 위해 따로 마련된 Recy’shop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veolia.co.kr

클릭하시면 베올리아의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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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폐수 처리 시설의 오폐수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베올리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으로 Biobulk® 폐수
처리 시설 설계, 시공,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남아공 스텔렌보쉬(Western Cape, Stellebosch)에 소재한
Distell사 소유의 시설로 오는 2016년 3월까지 시운전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Distell(Pty)사는 스텔렌보쉬 지역 내에 Adam Tas, Van
Ryn, Bergkelder 총 3개의 사업장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istell사는은 지난 4년에 걸쳐 공동 혐기성 수처리 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그린 플랜을 수립, 도심 하수의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낮추고 폐수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동시에 오수 처리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베올리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돋보이는 Biobulk® CSTR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 연속교반탱크반응기)
기술은 부유 고형물질 다량 함유된 산업 폐수를 전문 처리하는 검증된 환경 친화적 공정으로, 기존 활성 슬러지 소화 시스템의 혐기성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COD에서 측정되는 수용성 고형 유기물 대부분은 혐기성 부유 박테리아 처리 공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로
변환됩니다. Biobulk®은 일관 통과 시스템으로 운용되거나, 응집침전 단계 후 바이오매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Distell사 사업장에 쓰일 증기로 변환됩니다.
이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Biothane Biobulk® 혐기성 소화조로 처리됩니다. 먼저, 소화조가 폐수의 COD
함량을 94.1% 낮춥니다. 이어서 응집 침전기가 부유물을 제거하면 Veolia Hydrotech 드럼 필터가 고도 여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총부유물(TSS) 농도는 150 mg/l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문의: sangju.lee@veolia.com

텐진 참사 : 베올리아, 독성 폐수 1,100Mt 처리
지난 8월 12일, 중국 톈진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폭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700 Mt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물에서는 정상치의 최고 28.4배에 이르는 시안화물이 검출되었습니다.
8월 15일,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베올리아 유해 폐기물
통합 처리센터에 독성 폐기물 100 Mt의 수송을 요청한데 이어, 이후 8월 18일과
20일에도 각각 500톤씩, 총 1,100 Mt 수송을 요청했습니다. 오염수는 앞으로
철저하게 밀봉되어 처리 시설로 운반될 것입니다.
톈진에 위치한 베올리아의 유해 폐기물 통합 처리센터는 일 350 Mt 수준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성 폐수는 시안화물의 자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는 산화 공정을 거친 다음, 중화 공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www.veo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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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
UN 총회는 현재 17개 신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의 승인을
준비 중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발전 수준과 관계
없이 이 목표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DG는 빈곤
퇴치와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1 NOPOVERTY

2 ZERO
HUNGER

HEALTH
4 QUALITY
3 GOOD
EDUCATION
AND WELL-BEING

5 GENDER
EQUALITY

WATER
6 CLEAN
AND SANITATION

다시금 일깨운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이
새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으며, SDG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REDUCED
INNOVATION
AND
WORK AND
9 INDUSTRY,
7 AFFORDABLE
8 DECENT
AND INFRASTRUCTURE 10 INEQUALITIES
CLEAN ENERGY
ECONOMIC GROWTH

CITIES
RESPONSIBLE
11 SUSTAINABLE
AND COMMUNITIES 12 CONSUMPTION
AND PRODUCTION

17개 SDG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함과 동시에 2030
년까지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수 년간

13 CLIMATE
ACTION

14 LIFEBELOW WATER 15 LIFEON LAND

힘을 모으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베올리아는

JUSTICE
17 PARTNERSHIPS
16 PEACE,
AND STRONG
FOR THE GOALS
INSTITUTIONS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물, 위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개 SDG가 있다면 곧 각 목표에 맞는 지표와 계량적 목표도 이어서 수립될 것입니다. 베올리아는 이를
향후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

베올리아 건강안전주간 :
전세계 임직원 “무재해” 캠페인 적극 참여
베올리아는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Working Safely Together,
함께 일하는 안전한 일터”라는 주제로 세계보건안전주간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세계보건안전주간은 베올리아의 “Always safe, 상시 안전” 프로그램의
기본 규칙을 모든 이에게 환기하고, 또 이를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주간의 규정은 솔선수범과 상황 파악, 예외 없는 교육
참여, 모범사례 공유, 규율 존중 등을 토대로 합니다. 이는 곧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매일매일 원칙과 안전수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함입니다. 베올리아의 예방 문화와 그 이행 수준을
개선하고, “무재해”라는 목표까지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2014년 주요 안전 관련 수치
재해 빈도율 11.7% 수준 도달
(2013년 대비 7% 감소)

www.veolia.co.kr

작업 시간 손실 빈도
2013년 대비

17% 감소

그룹 임직원의 58%가
안전 교육 이수(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