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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인구에게 식수 공급

• 6,300만 인구에게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

• 5,300만 MWh의 에너지 생산

• 4,290만 톤의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원 및 에너지로 변환

2015년 베올리아 주요 사업 활동: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베올리아는 상호 보완적인 물, 에너지 & 폐기물의 세 분야의 사업 활동을 통해 자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용 자원을 

보존하며, 자원을 보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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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2015년 하이라이트 비디오:•최적화된 자원 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

•전 세계 174,000여명의 직원

•산업체와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맞춤형 물, 폐기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의 설계 및 적용 

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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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miyoung.choi@veo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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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pshire County Council, 영국

•통합 계약 연장(2030년까지, 고형 폐기물)
•기 간: 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7억 4,300만 유로

Southend-on-Sea Borough Council, 영국 BORAS,프랑스 COBAS, Arcachon,프랑스

SIL Rochefort, 프랑스

SIEVD Rungis, 프랑스

Lille Metropole, 프랑스

•가정용 폐기물 수거, 도로 청소, 폐기물 처리 시설, 
   HWRC 시설 2곳 관리
•기 간: 15.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2억 1,100만 유로

•WWTP
•D&B 물 솔루션
•총 신규 수주 잔액: 2,100만 유로

•수처리 - 갱신
•기 간: 12년
•총 신규 수주 잔액: 7,200만 유로

•폐기물 에너지화
•기 간: 12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억 500만 유로

•소각시설 - 순환 경제
•기 간: 6년
•총 신규 수주 잔액: 5,800만 유로

•양허/공공 서비스 위탁운영
•기 간: 8년
•총 신규 수주 잔액: 4억 5,600만 유로

Sydney Water, 호주
•O&M WWTP 2곳 (연장)
•기 간: 1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2억 5,000천만 유로

NSROC, 호주
•고형 폐기물 서비스
•기 간: 1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6,900만 유로

SPC Bahwan,오만

•SWRO 시설 확장
•물 관련 솔루션, D&B, 네트워크
•총 신규 수주 잔액: 6,900만 유로

EDG, 기니
•관리 계약
•에너지 효율 개선
•기 간: 4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100만 유로

Monteria, 콜롬비아

•종합 물 관리 서비스
•계약 갱신
•기 간: 1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2억 2,600만 유로

New Orleans, 미국

•WWTP 개보수
•기 간: 1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억 2,200만 유로

San Diago,미국

•WWTP 개보수
•기 간: 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4,000만 유로

지자체 주요 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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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tol-Myers Squibb, 유럽

Hydro-Quebec, 캐나다

로쿰(Locum),  스웨덴
Mayo Renewable Power,  아일랜드 BEE Power Ghent,벨기에, 룩셈부르크

•운영 & 유지 보수(O&M) 서비스
•기 간: 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8,500만 유로

•데이터 센터 O&M
•기 간: 2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6,600만 유로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기 간: 1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4억 5천만 유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 성과 계약
•기 간: 1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억 5천만 유로

•스톡홀름 남부 병원 및 단데르이드
   (Danderyds) 지역 병원 
•O&M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 서비스
•기 간: 5년
•총 신규 수주 잔액: 4,3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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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e Oil & Borealis,핀란드

Norilsk Nickel, 핀란드

LiuGuo Chemical,중국

ConocoPhillips, 호주

Lazio Region,이탈리아

다농(Danone)

Antero Resources,미국

Fibria Horizonte, 브라질

•오일 및 가스 - 다운스트림
•DBO 열병합 발전소
•기 간: 2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3억 5천만 유로

•산업 폐수
•계약 연장
•기 간: 2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6,000만 유로

•재활용, 액체지정 폐기물 처리 
   서비스(갱신)
•기 간: 4년
•총 신규 수주 잔액: 3,500만 유로

•에너지 서비스 - 공중 보건
•순환 경제
•기 간: 9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억 8,300만 유로

•DBFO - 바이오연료 증기 보일러
•성과 계약
•기 간: 10년
•총 신규 수주 잔액: 1억 1,900만 유로

•오일 및 가스 / 업스트림
•D&B 폐수 처리 + O&M 서비스
•총 신규 수주 잔액: 2억 1,400만 유로
   (D&B) + 1억 4,300만 유로(O&M)

•물 관련 솔루션, D&B, 관망관리
•총 신규 수주 잔액: 4,200만 유로

•물 순환, 폐기물 관리, 친환경 농업, 
   에너지 효율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전략적 제휴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

산업체 주요 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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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lysTM 시범 사업 개요 

베올리아는 최근 거제와 여수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급 프로젝트에 연속 열 가수분해 

공정 기술인 Exelys™를 제안하여 프로세스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열 가수분해와 

혐기성 소화를 결합한 Exelys™는 기존 소화 

시스템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슬러지 처리 최적화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혁신성과 완벽함이 돋보이는 

Exelys™ 공정을 한국에서 적용한 첫 사례로, 

국내 슬러지 저감 효율 개선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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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코리아 e-뉴스레터  |  Vol. 14 - 2016. 05 page 3

베올리아, 거제와 여수시에서 슬러지 관리 프로세스 
공급 업체로 선정 – 첫 국내 에너지 자급 프로젝트 

주요 장점

•  연속 24시간 가동과 간편한 운전/유지 관리

•  소화조 관련 시설 투자비 절감

•  소화 용량 증대로 기존 시설의 슬러지 처리량 증가

•  운영비 절감:

     - 슬러지 탈수 효율 개선으로 케미칼 비용 절감

     - 슬러지 부피 감소로 운반비 절감

•  수익 창출:

     - 유기물 처리, 병합 소화

     - 열병합발전 또는 바이오메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판매

슬러지 부피 저감

슬러지 품질 개선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문의: sangju.lee@veolia.com

고객사 거제시 여수시

설계 용량 40톤/일(건조 고형물 20%) 47.6톤/일(건조 고형물 20%)

최종 슬러지 생산량 13.9톤/일(수분 70%) 23.2톤/일(수분 75%)

슬러지 형태 1차 및 폐 활성 슬러지 폐 활성 슬러지

프로세스 ExelysTM(중온 혐기성 소화) ExelysTM(중온 혐기성 소화)

부가가치 슬러지 저감
•슬러지 저감
•슬러지 건조기용 LNG 대체



Cleantech Group 선정 세계 100대 청정기술(Global Cleantech 100)에 포함된 신생기업

베올리아는 전문 자회사 Asteralis, Veolia Water 
Technologies, SARP Industries, GRS Valtech을 

통해 민감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urion은 2008년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어바인(Irvine)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폐기물 정화와 시설 철거, 저농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주력 분야입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3가지, 즉 분리, 안정화, 마지막으로 제한 구역 접근을 위한 로봇 투입으로 나뉩니다. 

현재 미국(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아이다호, 텍사스)과 영국, 일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업체로는 유일하게 일본 원자력 

운영사인 Tepco를 대신해 후쿠시마 수습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설립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현재 2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5년에는 Cleantech Group이 전 세계 혁신 청정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Global Cleantech 100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베올리아가 미국 기업 Kurion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흡수하여 원전 시설에 대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한편, 원전 시설 

정화와 중·저농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분야에 기존 솔루션과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올리아는 지난 2013년 프랑스 대체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CEA)와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특성분석과 원전 시설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Asteralis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베올리아는 원자력 분야 진출을 위해 청정 원자력 기술에 주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신생 기업 Kurion을 

인수하였습니다. Kurion은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안정화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베올리아, Kurion 인수로 원전 시설 정화 및 
중·저농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통합 서비스 개시

www.veo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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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ion 직원의 합류로 베올리아는 원전 시설 정화와 중·저농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세계 정상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의: amaury.pachurka@veolia.com 또는, youngmin.kim@veolia.com

피폭 장비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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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가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 서비스 업체 Takeei와 공동으로 토호쿠 지역 

바이오매스 발전소 두 곳과 20년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호쿠 지역에 각각 자리한 이 두 시설은 연간 100 GWh, 즉 22,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하여 즉, 보일러를 가열하는 목재는 현지 사정에 밝은 

Takeei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 산림 업체로부터 조달됩니다. 베올리아는 바이오매스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임직원 40명을 포함해 운영 전반을 관리합니다. 

히라카와에서는 2015년 11월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한마키에서는 2016년 12월 가동 

개시됩니다.

베올리아와 Takeei는 이 두 시설을 통해 혼슈 지방 재생 에너지 생산량 증대와 일본 내 

에너지원 및 조합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에서 모두 합쳐 4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건은 일본에서 수주한 첫 에너지 서비스 계약으로, 일본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세 배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바이오 발전 운영 부문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베올리아는 최근 북미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40 MW) 두 곳의 운영권과 아일랜드 최대 규모의 발전소 (42.5 MW) 한 곳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바이오매스 발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베올리아가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Circulars Awards 
2016” 시상식에서 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두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앙투안 프레로 (Antoine Frérot) 회장은 

기후 변화 대응이 그룹의 우선순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레로 회장은 “Leading the clean revolution(클린 혁명 주도)”
라는 주제로 순환·저탄소 경제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세션에 참여한 

자리에서, “갈수록 희소해지는 자원과 늘어나는 인간의 수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구 사이에서 자원을 영구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가 ‘클린 혁명’을 주도” 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원료를 생산하면 환경에서 처음 원재료를 추출할 때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더 적은, 예컨대 종이는 일곱 번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 종이 1톤이면 기름 1톤, 물 100 m3를 절약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앙투안 프레로 회장은 또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기업 CEO 50여명이 참여하는 포스트 COP21 행사에서 탄소 가격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 행사는 COP 21에 앞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창했던 저탄소 경제 도입의 선결 조건, 즉 “오염비용”를 도입해   

“정화비용보다 오염비용을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이오매스: 일본에서 신설 발전소 2곳 운영사로 선정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순환 경제에 대한 공로로 두 차례 수상

문의: hans.jeong@veol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