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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수도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하수도시설의 에너지소비
실태 (2010 년)

하수도부문으로부터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실태 (2012 년도)

1. 하수도시설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
대부분은전력, 처리장내에서의
사용량내역은수처리과정이
절반이상을차지한다.

1 처리장의전력소비에의한 CO2 

배출량은 56 %이다.

출처 : 하수도통계 2010 년도판 출처 : 국토교통성자료

하수처리장에서의 전력 사용량 · 
전력 사용량단위의 추이

1 하수도시설처리수 1m3 당전력
사용량은 0.47～0.52kWh/년・m3

출처：하수도통계 2012년도판으로부터

국토교통성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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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 결과에 의한 NADH 풍량제어 시스템의 기대 효과

연간 전력 사용량

1 처리수 1m3 당전력사용량은 0.31kWh/년・m3

연간 CO2 배출량

1 연간 CO2 배출량은기존 A2O 법보다 634t 감소

＊ F시의하수처리장 (기존시설혐기호기법)에본제어를적용한혐기무산소호기법처리로 2014.5 ~ 2015.4 실시한실증실험결과

※큐슈전력의 CO2 배출계수(2016년도실적, 판매전력량당 CO2 배출량) 자료를참고

2

담체 A20보다
38% 저감

담체 A20보다
연간 634t 감소

실증실험 결과

담체 A20 NADH 풍량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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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기업 연혁

닛켄 건설 주식회사

토목공사 (기타큐슈시 A 등급), 항만 토목공사
（키타 큐슈시 A등급), 수도시설공사, 환경사업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와카마츠구 히비키마치 1-50 

3 0 0 0 만 엔

1968년 3월

스 가 사 카 카 즈 미

회사 명

본 사

자 본 금

창 업

대 표 자

영업종목

종 업 원

1968년 3월

닛킨공운 창업

2000년 4월

환경사업부 설치

1972년 3월

닛킨공운 토목부로 명칭 변경

1980년 1월

닛킨건설 주식회사 설립

1968.3 닛킨공운 창업 1980.1 닛킨건설 주식회사 설립 2000.4  환경사업부 설치

창업자는 전 키타큐슈시 교통국

직원

3

20명



환경 사업부

特許 特許 特許 マニュアル

2015년 12월 (공익재단법인) 일본하수도신기술기구로부터기술설명서발간
Tel：+8193－771-2281
E-mail：enviro@nikk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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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H측정에 의한 하수 폐수의 질소제거 프로세스

BIONAD 시스템은 슬러지 응집중의 NADH 물질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탈질조와 질화조의 구분 없이 하나의 수조에서 산소 공급량의 조절에
의해 수중의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첨단 프로세스입니다.

■부지절감효과 ■공정변경의용이 ■온라인모니터링
■운전비용절감효과 ■유지관리의용이성 ■부하율증가

한국 아쿠아 텍 사

업무제휴 체결
특허 출원

폐수처리 장치
(주) 큐덴코

국내 실시권 허락
실체규모 실증실험

F시 하수처리장
기술 매뉴얼

기술 매뉴얼 발간

기본 실시설계 완료

요코스카시 시타마치
정화센터



NADH 풍량제어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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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H 풍량 제어는
기존의 호기조에 NAD 센서, DO 센서, ph 센서를 설치하여 각 센서로부터 얻어진 측정값에 의해 자동 송풍량을 제어하여
호기조에서 유기물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고도의 처리기술입니다.

NADH와 NADH 센서는
NADH는 NAD (니코틴 아미드 · 아데닌 디 뉴클레오타이드(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의 환원형으로써 활성오니
미생물의 호흡반응에 관여하는 보조 효소로 340nm 여기파장을 호흡, 파장 460nm 형광을 발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NADH 센서는 NADH를 광학적으로 연속 측정이 가능하며, 상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미생물응집 내부의 호기적 호흡, · 
질산적 호흡, · 혐기적 대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NADH의 값 또는 농도는 아래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ADH 풍량 제어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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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시의 하수처리장 (기존 혐기호기법)에 본 제어를 적용한 혐기 무산소 호기법 처리방법으로 2014.5 ~ 2015.4 실시한 실증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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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H 센서를 이용한 풍량제어에 의한 질소제거법

NADH풍량 제어의 특징

기존 시설에
도입이
용이함!

에너지절약
향상! 

운전관리
소요시간
감소!

● 호기조에서동시에 질화
탈질을함으로써 무산소조
용량을줄일 수 있고 기존
시설의구조물 개조, · 

증설이필요 없기 때문에
건설비용절감

● HRT8 ~ 10 시간 정도
*  반응조에서질소제거가
가능하기때문에
처리수수량을 확보

● 기존 담체 A2O 법보다
송풍기소비전력량을약
30 % 절감

● 기존 담체 A2O 법보다
질화액순환율을 약 50 % 

정도 절감
● 기존 담체 A2O 법보다

CO2를 44 % 정도 절감
● 기존 담체 A2O 법보다

PAC와 메탄올첨가량을
각 20 %, 35 % 정도 절감

● ICT를 활용한 기술로 유입
부하에따라 송풍기를
자동제어운전



www.nikkin.net

실증실험 처리의 흐름

실증실험의 수질처리 결과

* F시의 하수처리장 (기존 혐기호기법)에 본 제어를 적용하여 혐기 무산소 호기법처리를 2014.5 ~ 2015.4 실시한 실증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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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건

● 처리수량 [맑은 날] 
● 반응조 전체 용량에 대한 HRT : 8 ~ 10 시간
● 각 수조 수 : 혐기성조 1 조, 무산소조 1 조, 호기조 5 조
● 질화액 순환율 : 70 %
● 슬러지 반송율 : 50 ~ 60 %

평균 수질
평균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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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O 법과의 반응조 용량 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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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시의하수처리장 (기존혐기호기법)에본제어를적용한혐기무산소호기법처리를 2014.5 ~ 2015.4 실시한실증실험결과.

** 「하수도시설유지관리지침실무편 (2014 년판) "참조

반응탱크 HRT (8 ~ 10 시간) : 기존 A2O 법의 1/2 정도

질화액 순환율 (70 %) : 기존 A2O 법의 1/2 정도

항 목 단위 NADH 이용 A2O 법 (실험값 *) 기존 A2O 법**

처리의 흐름

반응탱크 전체 조 HRT

무산소탱크 HRT

질화액 순환율 (슬러지
반송 비율 제외) 

질소 제거율

조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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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첨부



담체 A2O 법과의 소비전력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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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체 A2O 법과의 CO2배출량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