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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목재 자원 재활용 친환경 기업

위드바이오

베올리아 

위드바이오의 모그룹인 베올리아는 지자체와 산업체 고객에게 수처리, 폐기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기업으로  
1999년 국내 진출 이래, 60곳 이상의 운영 사업장에서 1,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폐기물 관리 에너지 서비스

9,500만 명

상수 공급 인구

6,300만 명

하수처리 서비스 인구

3,603개

정수장 관리

2,667개

하폐수 처리 시설 관리

108억 9천만 유로

2018년 매출액

4,300만 명

폐기물 수거 서비스 이용 인구

4,900만 톤

폐기물 처리량

560,505
사업체 고객 수

655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96억 유로

2018년 매출액

4,600만 MWh

생산 전력량

42,053
열 설비 관리

2,389
산업 사이트 수

615
관리 중인 냉난방 네트워크 수

54억 2천만 유로

2018년 매출액

•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음용수 및 산업용수 생산·공급

•하폐수 처리 서비스

•처리 폐수 및 산업 폐수의 재활용

•처리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최적화

•폐기물에서 에너지와 유기물, 원료생산

• 폐플라스틱 재활용(SRF 생산,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재활용)

• 소각, 퇴비화, 매립,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한 유독성·무독성 폐기물의 보관, 처리, 
재활용 서비스

•미이용 목재 자원 재활용(목재칩 생산)

*글로벌 수치

•에너지 관리 : 지역 냉난방

•산업용 에너지 서비스 : 스팀 및 전기 공급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

• 열병합(CHP) 및 유틸리티 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에너지 회수를  
통한 탄소발자국 저감

위드바이오 주식회사는 165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환경그룹 베올리아의 자회사로서 

산림 자원 및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칩을 생산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기업입니다. 

나무는 숲가꾸기, 수확 및 수종 갱신, 산지 개발, 제선충 피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벌목되고 

있으며, 벌목되는 나무보다 더 많은 양의 나무가 매해 새로 심어짐으로써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드바이오는 벌목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목, 부산물 및 기타 버려지는 목재를 사용하여 

발전용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목재 및 부산물 등의 이용을 

통해 산림 자원을 순환시키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기업입니다.

정직한 회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토 아래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회사명 위드바이오 주식회사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 민락동 

설립일 2018년 11월 26일

생산량 100,000톤/년

고객사 발전소, 산업 보일러 업체



  부산물 운반

원료 수급에서부터 생산까지의 흐름 생산 공정

위드바이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목재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용 목재칩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 개정에 따라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을 신규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드바이오

2019 장소 수량

상반기

4 경기도 남양주시 800 톤

4 경기도 여주시 150 톤

5 충청남도 당진시 500 톤

5 경기도 양평군 500 톤

6 경기도 평택시 3,000 톤

6 강원도 춘천시 3,000 톤

6 충청북도 음성군 45,000 톤

하반기 (예정) - 40,000 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실적

모델명 Peterson 3310B

용량 60 톤 / 시

크기
길이 6.68m x 너비 2.57m x  
높이 3.12m

보유 대수 2 대

파쇄기

모델명 VOLVO EC60E

정격출력 2,200 rpm

크기
길이 5.8m(Max) x 너비 1.92m 
x 높이 4.6m(Max)

보유 대수 2 대

우드그랩

모델명 현대 자동차

최대 허용 
하중

25 톤

크기 너비 3.2m x 길이 10m

보유 대수 1 대

장비 운반 트럭

보유 장비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중 638만 ha (63% 차지)가 임야로, ha당 임목축적은 154.1m3입니다. 

산림비율은 국유림이 약 162만 ha, 민유림이 약 472만 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75만 m3의 나무가 벌채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을 통해 28만 ha가 연간 새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위드 바이오 운영 방침

안전 우선 경영
무사고 무재해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경영 

약속을 지키는 경영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회사

고품질 제품 생산
최고 장비를 사용하여 고품질 목재칩 생산

친환경 경영 
완벽한 지엽수거 및 깨끗한 현장 정리로 
산림 부산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최신 파쇄 장비를 
보유함으로 목재칩 

품질 향상

“

”

  공장 파쇄

  목재칩 운반

  발전소

  현장 파쇄 및 직상차

지엽수거 및 
병충목 수거

1

미이용 목재 파쇄2

목재칩 생산3

운송 및 공급처 공급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