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위한 독일의 기술 및 제품 

“German Technology and Solutions for Biogas Plant” 

컨퍼런스 및 1:1 비즈니스 미팅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지원으로 오는 11 월 25 일 월요일부터 28 일 목요일까지, 바이오 가스 플랜트 

기기 분야의 독일 유수 기업들이 방한해, 독일 시장 현황 및 업체들을 소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독일 기업들은 한국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한국업체, 연구소, 

기관들을 대상으로 11 월 26 일에는 전문 컨퍼런스를, 11 월 27 일과 28 일 양일은 1:1 비지니스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아래 컨퍼런스 프로그램과 기업 안내를 보시고 관심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상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시에는 한/영 병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와의 1:1 미팅을 원하실 경우에는 업체 이름 (복수 가능) 및 희망 날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 년 11 월 26 일 (화요일) 오전 09 시~ 

- 장소: 서울 콘래드 호텔, 6 층, Studio 8,9,10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신청 마감) & 주차 가능 

- 영-한 동시통역 제공  

- 담당자: 한독상공회의소 정지희 부장, jhjeong@kgcci.com, 02-3780-4690,  

김지연 사원, jykim@kgcci.com, 02-3780-4692 

 

프로그램 
*최종 확정 프로그램은 아니며,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15 환영사 및 인사말 

10:15-10:35 독일의 에너지 산업 지원 프로그램 Energy Solutions-made in Germany 소개/ Mr. 
Norman Langbecker, 독일연방 에너지경제부 컨설턴트, Consultant by Order of 
German Energy Solutions Initiative of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OAV 

Energy Solutions-made in Germany 

 

10:35-11:05 농업 및 산업분야를 위한 독일의 바이오가스 기술-현 상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예시  

Michael Köttner, Managing Partner, International Biogas and Bioenergy Centre 
of Competence IBBK 

mailto:jhjeong@kg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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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Biogas Technology for Agriculture and Industry – Current status - 
Future trends and examples 

11:05-11:25 독일 업체 소개 1: Weber Entec -바이오가스 발전소 , 하수정화시설의 Repowering 를 
위한 초음파 분해 장치 

11:25-11:40 Coffee Break 

11:40-12:00 독일 업체 소개 2: Binder GmbH-바이오 가스량 측정기, 바이오 가스 분석기  

12:00-12:30 한국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관리방향  

Ph.D. Jun-Sang Lee, Korea Environment Coporation (한국환경공단 이준상 

차장/박사) 

Energy Management from Organic Waste in Korea 

12:30-13:30 오찬 

13:30-14:00 독일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한 오해  

Dr. William Kao, Biogas Engineering Consultant, Promotional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biogas and bioenergy usage (FnBB e.V.)  

Misconceptions of the German Livestock/Waste Biogas Industry 

14:00-14:20 독일 업체 소개 3: Continental Industrie GmbH-바이오 가스 시설을 위한 운송풍기 및 

관련 부품, 하수지의 정화조 환기 및 연소 과정을 위한 송풍기 

14:20-14:40 독일 업체 소개 4: LIPP GmbH-바이오가스 플랜트용 저장 기술 및 부품 

14:40-15:10 한국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현황 및 정책 방향  
 
Ph.D. Dongjin Le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국립과학연구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이동진 연구관/박사 )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Biogasification of Organic Wastes in 
Korea 

 

15:10-15:30 Q&A 

15:30-16:30 네트워킹 

 

 

 

 



 

 

참가 독일 기업 소개 및 미팅 희망하는 한국 업체 성격: 

(발표순) 

 

번호 회사명  주요제품 및 미팅 희망 업체 홈페이지 제품 사진 

1 Weber 

Entec 

GmbH & 

Co. KG 

바이오가스 발전소 , 

하수정화시설의 Repowering 를 

위한 초음파 분해 장치  

✓ 미팅을 희망하는 한국업체:  

1. 바이오가스 시설 기술 및 부품 

판매 관련 영업 담당자  

2.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하수처리 

플랜트 운영자  

3. 관련 엔지니어 회사  

4. 플랜트 건축 회사 

www.weber-

entec.com 

 

초음파 분해장치 

2 Binder 

GmbH 

바이오 가스량 측정기, 바이오가스 

분석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위한 

모니터 시스템, 바이오 가스, 공기, 

모든 공정 가스 등의 측정 및 컨트롤 

기술, 하수 정화, 하수처리시설 및 

바이오 가스, 기타 공정 가스 및 가스 

혼합물의 활성 가스 측정 및 

제어기술 

✓ 미팅을 희망하는 한국업체:  

1.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계 및 

컨설팅 회사  

2.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자  

3.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업자, 

바이오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개발자, 금융가  

4. 판매 파트너 

 

www.bindergr

oup.info 

 
 

바이오가스 분석기 

 
바이오가스 측정기 

활성가스 제어장치 

http://www.bindergroup.info/
http://www.bindergroup.info/


 

 

3 Continental 

Industrie 

GmbH 

바이오 가스 시설을 위한 운송풍기 

및 관련 부품, 하수지의 정화조 환기 

및 연소 과정을 위한 송풍기 

✓ 미팅을 희망하는 한국업체:  

1.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  

2. 하수 슬러지 처리 종사 회사  

3. 바이오 가스 생산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식품회사 (예: 

양조장 )  

4. 쓰레기 매립지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원하는 회사 

 

https://www.c

ontinental-

industrie.de/in

dex.php?id=4

71 

 

 

 

 

바이오가스 시설 

운송풍기 

4 LIPP GmbH 

바이오가스 플랜트용 저장 기술 및 

부품 

 

✓ 미팅을 희망하는 한국업체:  

1.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계 회사  

2. 설치 회사  

(예: 난방,가스,수도 및 가스파이프 

설치) 

https://www.li

pp-

system.de/?la

ng=en 

 

 

 

 

바이오가스 저장소 

 

 

 

바이오가스 시설 교반기 

 

https://www.continental-industrie.de/index.php?id=471
https://www.continental-industrie.de/index.php?id=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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