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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올리아 코리아

e-뉴스레터

베올리아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Renewable Energy World Asia 2016에 

골드 후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아시아 발전 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베올리아는 산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에너지화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문성과 모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사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전문 기업의 사례 발표, 아시아 재생 에너지 산업의 유망 신기술과 발전 산업 현황에 관한 

최신 소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올리아는 탄소 중립이라고 알려진 목질 

바이오매스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고객의 

1차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부족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베올리아는 바이오매스 플랜트에서 최고 

품질의 기술 성과와 환경 성과, 재무 

성과를 보증합니다. 

베올리아, Renewable Energy World Asia 후원

베올리아의 재생에너지 부문 전문성

목질 바이오매스 비목질 바이오 매스

535 MW
설치 용량175개 시설 64개 시설

326,243T
목질 바이오매스

889 MW
설치 용량

3,420 GWh
에너지 생산량

주요 수치

자원의 품질과 양

1
생산 가동율과 

생산량

2

배출 한도 준수

3
열 에너지 회수

 (MWth)

5

전기 에너지 회수
(MWhe)

6
전환 가동율과 생산량

4

바이오매스

108 m €
열: 85m

전기: 23m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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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폐기물 처리 

시설 70개소 운영

사후 관리 시설 

60곳

전기 판매량 

1,334,180MWh

바이오메탄 직접 사용량 

4,137,480 Nm3 

무독성 폐기물 처리

 = 18.8 Mt/y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계약 9건

열 에너지 판매량 

152,460 MWh

Mexico: 11

Australia: 5

France: 70

UK: 37

Germany: 3

Colombia: 1

Argentina: 2

Chile: 2

Brasil: 2

Taiwan: 3
China: 10

베올리아 코리아는 최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동양 그린 바이오사의 지분을 90%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첫 번째 유기 폐기물 

처리 운영 사업으로 1차 처리된 음식 폐기물을 퇴비용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 약 11,000톤의 음식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처리 후 

퇴비용과 가축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치:

  • 계약 체결: 2016년 9월 
  • 계약 형태: 시설 인수, O&M (운영관리)
  • 용량: 70톤/일 (현재 운영 기준), 시설 증설 후: 140톤/일 (음식폐기물 70톤/일, 슬러지 70톤/일)

베올리아는 114건 이상의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메탄의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열과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합니다.

매립지 바이오가스

베올리아 코리아가 100% 지분을 소유한 Ecocyle에서는 폐플라스틱의 

분류, 처리, 재활용,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로서 
SRF(고형연료제품)를 연 70,000톤 규모로 생산 합니다. 

   •  2016년 현재 지자체 고형 폐기물(MSW)용 시설(ERF) 63곳 운영 중 
(베올리아 계약 지분 50% 미만인 4곳 포함)

   • 슬러지용 시설 1곳
   • 평균 처리 용량: 연 150,669톤

   • MSW 소각 용량: 1,070만톤/년
   • 2015년 열 에너지 판매량: 222.4만 MWh
   • 2015년 에너지 판매량: 322.7만MWh

베올리아는 타당성 분석, 행정 절차, 원료 공급 확보, 계약자 선정, 조경 설계, 공공 기금조성 지원, 시운전, 운영 인력 교육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관리합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신규 계약!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인수, 한국

베올리아의 차별화 서비스

  • 지역 단위 순환 방식 실현

  • 지역 내 환경 영향력 최소화

  • 계약 조건과 최신 규제를 준수하는 운영 전문성 제공

  • 메탄화 및 부처리(side treatment)의 벨류체인 전반 대응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과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 및 유기성 부산물은 혐기성 소화와 바이오가스의 공급원입니다.

유기 폐기물 에너지화(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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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jongboo.kim@veolia.com

베올리아, Sinopec 계열사 Beijing Yanshan Petrochemical 
산업 용수 전(全) 단계 관리 계약 체결

본 계약을 통해 얀산 석유화학(Yanshan Petrochemical)과 베올리아 간에 전담 합작투자사가 설립되었고, 향후 800명 이상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베올리아와 Beijing Yanshan Petrochemical은 이전 계약을 통해 다져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Yanshan 시설 내 냉각수와 순수, 

음용수, 냉수, 폐수, 소방수까지 이르는 제휴의 폭을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Sinopec의 100% 자회사인 Yanshan Petrochemical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페놀 아세톤, 고품질 정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연간 1,000만톤이 넘는 원유를 처리해 80
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합니다. 94종의 석유 

제품을 431개 등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세계에서 엄격하기로 손꼽히는 

베이징 지역 폐수 방류 기준에 맞춰 

폐수처리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약에 따라 현장 내 용수 

생산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에너지 

최적화 프로그램도 시행하게 됩니다. 

생산되는 물 m3당 에너지 소비량이 저감되면 
Beijing Yanshan Petrochemical의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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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vista 5C: 
냉각 시스템용 스마트 약품주입 및 모니터링 기술

Aquavista 5C는 냉각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화학적 대응 조치를 유도하는 

베올리아의 자동화 기술로 사용자에게 최첨단 냉각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으로 냉각탑 내 부식과 침전, 악취, 미생물 생식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근원거리 원격 모니터링  

>  24/7 관리 서비스

>  물 손실 저감

>  유지보수 및 인건비 절감

5C 란?

장점 
 •시스템 자산의 스케일 및 부식 위험 최소화

 •깨끗한 원수(source water)의 활용 최적화

 •블로우-다운과 관련 방류수 비용 최적화

 •보고 및 운영 현황 촉진

 •냉각 시스템의 효율 및 성능 극대화 실현

문의 : heungkap.park@veolia.com

Youtube에서 Aquavista 5C를 확인하세요.

Which serves
the purpose of

• 실제 보충수(make-up) 및 블로우다운(blow-down) 유량

• 개방순환식 냉각탑 내 농축 주기(COC)
• 온라인 부식 모니터링 시스템

 • 전도성, 염소, pH 디지털 센서

수거
(Collection)

• 최적 질량 균형 확보를 위한 보충 및 블로우다운 유량 수정

• 부식, 스케일, 미생물 생장 억제제의 적정량 결정

• 약한 강철 및 구리 야금의 실시간 부식 속도 계산 

계산
(Calculation)

• 시스템 가변성과 업셋(upset) 조건의 잠정 원인 규명

• 발전소의 안전도와 자산 수명 보강

• 유지보수 및 인건비 절감

제어
(Controlling)

• 보충 및 블로우다운 유량을 증감하여 대상 COC 보존

• 첨가제 양을 조절하여 최적 보호 실현

• 물 손실 저감

보정
(Correction)

• 시스템 성능의 기록과 보고 

• 현황을 규정된 최적 수준과 비교

• 알림 및 조치사항 발송

• 웹 브라우저를 통한 시스템 원격 제어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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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학 안전사회 조성의 기틀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민 안전처는 ‘2016 생활화학 안전 

주간’(Chemistry & Communication Week 2016) 행사를 8월 

22~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 공공기관은 꼼꼼한 화학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안전한 화학제품을 생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화학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 및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베올리아는 SK하이닉스의 수처리(폐수, 공정수, 초순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SK하이닉스와 더불어, 한강 유역 환경청 (Han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내  ‘동부 권역 사업장’의 일원으로, 공동체별 화학 안전 간담회에 참석하고 동부권역 화학 공동체로서의 

실적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화학 사고의 사전 예방강화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개최된, ‘대·중소 기업 화학 안전 공동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 에서 

베올리아는 ‘SK 하이닉스  공동 협의체’의 일원 (대기업 2  &  중소기업 4개사로 이뤄진 협의체) 으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학 물질 관리 및 안전에 대한 기업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올리아 코리아는 10월 4일 개최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6년 EU 연구혁신의 날 세미나를 후원 및 참가 

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유럽국가들의 연구혁신 관련 최신 정책, 과학 

기술과 산업의 우수성이 소개되었습니다. 

베올리아 코리아는 “지속 & 회복가능한 도시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베올리아의 전문성과 노우-하우를 전세계 

모범사례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2016 생활화학 안전주간 참가

베올리아, 2016 EU 연구혁신의 날 세미나 참가

문의 : frederic.lucas@veolia.com

문의 : jongboo.kim@veo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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