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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청정한 미래를 위한  
원료 생산 솔루션

5억1천4백만
톤의 화석연료로 인한 CO2  

배출이 감축됨

90
년의 경험치

미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제공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쌓여만 가는  
매립지 폐기물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이라는 세계 공통의 두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특히 

폐자원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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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H사의 강점

공정 전체를 이해하는 노하우

산업용 스케일의 솔루션 제공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실적

강건성이 뛰어난 산업용 대형 분쇄기

청정한 미래를 위한 연료 솔루션 

1980년 이후 BMH 
솔루션을 통해,

이 수치를 항공기 여객  
수송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1천3백만 회 비행에 해당

1929 1936 1959 1971 1987



당사(BMH Technology) 는 고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용 연료처리시스템 

분야의 개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폐기물관리, 에너지 생산 

및 공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산업용 

스케일의 폐기물 공정 정제 솔루션을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업 적용 케이스 

중 특히 발전소와 펄프제지산업에 

적용된 시스템은 기술적 설계 개념과 

고객만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린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략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재활용 솔루션

가치
성공
협력
열정 

5억1천4백만
톤의 화석연료로 인한 CO2  

배출이 감축됨

설계 및 제조하는 세계적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연료처리시스템은 과거          

수십 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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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H 조직망

본사 | 핀란드 라우마(Rauma)

지사 | 핀란드 포리(Pori)

영업본부 | 스웨덴 |폴란드 | 스페인 | 중국

서비스 지역 | 전 세계

홈페이지 | www.bmh.fi

청정한 미래를 위한 연료 솔루션 

1980년 이후 BMH 
솔루션을 통해,

이 수치를 항공기 여객  
수송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1천3백만 회 비행에 해당

1992 1994 2007 2010



고 가용성

지속 가능한
연료 생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폐기물 정제와 처리
BMH는 폐기물 정제와 처리를 위한 

솔루션을 완전하게 통합된 산업적 스케일로 

제공합니다.

당사의 TYRANNOSAURUS®  공정 기술은 

MSW (도시고형폐기물) 및 ICW (산업용, 

상업용 폐기물)을 SRF (고형연료) 또는 RDF 

(폐기물 재생 연료)로 전환합니다. 처리 

곤란한 폐자원을 이용해 생산된 친환경적인 

연료들은 발전용 보일러나 시멘트 킬른에 

사용되는 기존 석탄 및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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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제작,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관리: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완공된 여러 
턴키 프로젝트들은 당사의 고효율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증명해 줍니다.

BMH 솔루션은 고 강건성, 고 가용성 

및 고 용량이 그 특징 입니다. 주요한 

시공 실적으로는 고효율 발전 보일러 및 

시멘트 킬른과 함께 연계 구축된 SRF/

RDF 생산 플랜트가 주요 사례이며, 이러한 

플랜트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용량은 연간 

10만톤에서 100만톤에 이릅니다.

폐기물에서 
경제적 

가치를 회수



지역 원료 개발이 
글로벌 솔루션

공정  
수명주기  
최대화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 
당사는 대형 발전보일러용 고형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 솔루션에 60

여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이 

분야의 개척자 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당사 솔루션을 이용한 턴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여러 우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원료의 추출, 품질 제어, 

저장 및 보일러로의 투입용 공정 장비들 

입니다. 그 외에 자동시료채취 등과 같은 

공정자동화를 위한 부대 장비들도 공급 

합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모든 유형의 바이오 

연료용 고형 원료 (예를 들면 유칼립투스, 

버드나무, 올리브나무 등의 목재 칩, 펠릿 

및 임업 폐기물 등)에 대한 입고부터 

보일러 투입까지의 연료 처리를 위한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 
BMH 는 고객 서비스 제공 시 예방정비 및 기존 

설비의 현대화까지 모든 영역들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진정한 파트너로써 

장비의 전 수명주기동안 고객의 

투자대비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산업 공정과

장비들을 직접 

다뤄본 귀중한 

현장경험을 통해 

원료처리솔루션이 해당 

연료의 다양한 특성 별로 

어떻게 특화 되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바, 생산공정의 

연속 운전이 구현되도록 고객 맞춤형의 

최적 솔루션이 제공 가능합니다.

BMH의 견고한 서비스망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빠른 대응과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별

유지보수 네트워크 외에도 원격 서비스 지원은

장비의 운전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보수가 즉시

이루어 지도록 수행됩니다. 당사의 고객서비스는 

설비의 연속적인 운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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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H가 보유한 독자적
최신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들은
핀란드에서 설계
및 제작 됩니다.
지금까지 TYRANNOSAURUS® 시스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70여 기,
바이오매스 연료처리시스템의 경우
170여 기가 공급되었습니다. 

Mälarenergi AB 사는 스웨덴 최대의

열병합발전소로서, 에너지 생산에 재생가능

연료 만을 사용하며, 생산된 전력과 열원은 Västerås.

시와 그 주위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Mälarenergi AB사 공급 솔루션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 고형 바이오매스 (목재 칩,

임업 잔류물, 수피, 이탄 등)  

연료처리시스템(2000년)

+ 고형 바이오매스 (목재, 펠릿, 이탄 등)

연료처리시스템(2002년)

폐기물 전력화: MSW와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RDF DLF 일관생산플랜트 (2014년) + 

목재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일관연료처리스팀(2020년)

아랍에미리트아랍에미리트

BESIX 그룹의 자회사인 Six Construct사는 걸프만 

최초의 연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하여 연간 

최대 35만 톤의 MSW를 처리했습니다.

이 시설은 UAE의 폐기물 관리 상태를 개선하고 

Umm Al Quwain과 Ajman의 원료 자원화와 

재활용을 돕기 위해 건설 되었습니다. 

 

Six Construct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MSW 생산을 위한 

RDF 전과정처리 공장(2020)

TYRANNOSAURUS® 

폐기물정제플랜트

고형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 플랜트

스웨덴스웨덴

스웨덴스웨덴

Jönköping Energi AB 사는 시 소유의

발전사업자로서, 이 회사의 Torsvik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와 난방용 열원을 주위 지역에 공급합니다.

2014년에 완공된 이 최신식 발전소는 임업잔류물과 

목재가공업체의 목재잔류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Jönköping Energi AB 사 공급 솔루션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 연료의 입고, 준비, 저장 및 

보일러 투입에 이르는 통합연료처리시스템(2014년)

전 세계 200여기 이상의 
플랜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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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MG (Beijing Building Material Group)는 중국

북부에 소재한 중국 최대의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세계 톱10에 드는 회사입니다. Handan에 소재한

플랜트는 주위의 시멘트 공장들을 위한 연료를

생산합니다.

GPSC (Global Power Synergy Public Company Ltd) 사의

Rayong에 소재한 플랜트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대체연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플랜트는

지역의 MSW를 SRF로 정제하며,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자원과 원료를 분리합니다.

GPSC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전 처리를 포함하여

SRF생산을 위한 TYRANNOSAURUS® 시스템(2017년)

Posco E&C 사는 플랜트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EPC업체 입니다.

이 회사의 포항 플랜트는 MSW(도시고형폐기물)

를 SRF(고형연료)로 정제하며, 연소는 공장 내에 

설치된 50MW급BFB(기포유동층)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Posco E&C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MSW와 

산업폐기물 정제를 위한 TYRANNOSAURUS®

폐기물 정제 시스템 1기를 포항플랜트에

납품(2018년)

Greenalia사는 풍력, 태양 및 바이오매스의 재생 

에너지 기술로 운영되는 독립 에너지 생산업체입니다.

50MWe의 Curtis-Teixeiro 바이오매스 공장은 연간 약 

55만 톤의 산림 자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Greenalia사 공급 솔루션

고형 바이오연료 핸들링(Solid biofuel handling):

예를 들어, TYRANNOSAURUS® 바이오크러셔 4개가 

있는 파쇄소, 돌, 철, 특대 크기 재료 및 모래를 포함한 

연료 품질 제어, 프레임당 20,000 m3 저장 및 공급을 

포함한 턴키 솔루션 납품(2020).

Zabrze에 위치한 Fortum사의 신규 열병합발전

(CHP)플랜트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약 7만

가구에 난방용 열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료 유형들을 생산할 수 있으며, RDF의 비율은 최대 

40%입니다. 

Fortum사 공급 솔루션

연료 처리: 기차왜건 하차와 자동 샘플링 장치를

포함한, 고형폐기물의 통합연료처리시스템(2018년)

태국태국

스페인스페인 폴란드폴란드

CIMPOR 플랜트 (Souselas (Coimbra)소재)는

전 세계 11개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포르투갈

최대의 시멘트그룹인 CIMPOR가 운영하는 플랜트로서,

연간 24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CIMPOR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시멘트공장의

대체연료용 원료 처리를 위한 턴키 솔루션(2011년)

으로, 스크리닝, 정량 계량과 투입시스템이 포함 

되었습니다.

중 국중 국

포르투갈포르투갈

대한민국대한민국

BBMG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대체연료(SRF) 생산을 위한 

폐기물 원료 정제와 폐기물 제로(zero) 구현을 위한  

원료처리용의 TYRANNOSAURUS® SRF 통합생산플랜트 

(2017년) 

7



©
 A

ll 
R
ig

ht
s 

Re
se

rv
ed

. B
M

H
 T

ec
hn

o
lo

g
y 

O
y 

20
21

BMH Technology Oy

P.O. Box 32 (Sinkokatu 11)

FI-26101 Rauma, Finland 

Tel. +358 20 486 6800

E-mail: bmh@bmh.fi 

www.bmh.fi

청정한  
미래를 위한
연료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