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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자원화 시설 제외

전체 34개소 중 21개소 적용 

(2010~2014)

유입

(반송슬러지)

잉여슬러지

유량조정조

(회분식혐기조)

BCS 반응조

방류

중·소규모 하폐수부터 가축분뇨까지 맞춤형 처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유량조정조를 혐기조로 이용하여 인 제거 효율을 극대화한 SBR 공정

•질소 제거가 탁월한 담체 적용 

•간헐유입방식으로 충격 부하에 강한 기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입니다.

•단일 반응조에서 처리를 수행하여 침전조가 불필요한 집약화 기술

•무동력 부력식 배출장치 및 반영구 담체 사용

•수처리 전문기업이 공급하는 에너지 절감형 송풍기 적용

•전 공정 자동화로 유지관리비 최소화

다수 시설에 적용되어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중·소규모 하폐수 처리의 대표 기술인 SBR 공정
●

•100% 국산 기술로 기술 이전 및 사후 관리 용이

•전국 120여 개소 이상 적용 실적 보유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용이한 SBR 공정

WATER & ENERGY BKTWATER & ENERGY BKT BCS  l  Smart SBR BCS  l  Smart SBR

BCS (Smart SBR) 기자재

실적

수중포기기➌

 •포기시 원활한 산소 공급

 •완전혼합을 위한 교반

상등수배출장치➊

 •수위변동에 적합한 

  부력식 배출장치

 •수중 흡입/배출구조로 

  슬러지·스컴 유출 방지

 •전력소요 없는 무동력 장치

바이오세라믹타워➋

 •암모니아 이온 교환으로

  질소 충격부하 완화

 •독성·악취 저감 효과

 •반영구 담체 사용

1

2

3

자동제어시스템

 •계측설비와 연동한 

  제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자동제어 

  구현

BCS 반응조 내부 전경

1 2 3

1

무주군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2

포천시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

가평군 삼회 공공하수처리시설

1

2

3

구분 개소 수 주요 시설명 용량 (m3/일)

공공하수처리 총 27개소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

고성군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4,700

마을하수처리 총 36개소 양양군 오색 마을하수처리시설 400

진안군 주천 마을하수처리시설 300

오폐수처리 총 17개소 홍성군 홍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1,200

청도군 풍각 폐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600

가축분뇨/분뇨 총 42개소 서귀포시 서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

공공처리 당진시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95

BKTurbo(Turbo Blower)

 •기존 송풍기 대비 

  20~40% 에너지 절감

 •저진동, 저소음 등 

  쾌적한 작업환경

 •윤활유 사용 불필요

하폐수 업계 전체 3위

환경신기술 인증(제77호)·검증(제58호), 

환경신기술 인증(제117호)

(~2013)

60%

SBR

●

[참고] 중·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SBR 적용 현황

유입

반송슬러지

잉여슬러지

유량조정조

(회분식혐기조)

BCS 반응조

방류

중·소규모 하폐수부터 가축분뇨까지 처리 맞춤형 기술입니다.

•유량 조정조를 혐기조로 이용하여 인 제거 효율 극대화 (SBR 공법)

•질소 제거가 탁월한 담체 적용 

•간헐유입방식으로 충격 부하에 강한 기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입니다.

•단일 반응조에서 처리를 수행하여 침전조가 불필요한 집약화 기술

•무동력 부력식 배출장치 및 반영구 여재 사용

•수처리 전문기업이 공급하는 에너지 절감형 송풍기 적용

•전 공정 자동화로 유지관리비 최소화

대다수 시설에 적용되며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중·소규모 하폐수 처리의 대표 기술인 SBR 공정

•국내 100% 원천기술로 기술 이전 및 사후 관리 용이

•전국 120여 개소 이상 적용된 다양한 실적 보유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용이한 SBR 공정

WATER & ENERGY BKTWATER & ENERGY BKT BCS (Smart SBR) BCS (Smart SBR)

BCS (Smart SBR) 기자재

실적

수중포기기➌

 •포기시 원활한 산소 공급

 •완전혼합을 위한 교반

상등수배출장치➊

 •수위변동에 적합한 

  부력식 배출장치

 •수중 흡입/배출구조로 

  슬러지·스컴 유출 방지

 •전력소요 없는 무동력 장치

바이오세라믹타워➋

 •암모니아 이온 교환으로

  질소 충격부하 완화

 •독성·악취 저감 효과

 •반영구적 담체 사용

➊ 상등수배출장치

➋ 바이오세라믹타워

➌ 수중포기기

1

2

3

자동제어시스템

 •계측설비와 연동한 

  제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자동제어 

  구현

1 2 3

1

무주군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2

포천시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

가평 삼회 하수종말처리장

1

2

3

구분 개소 수 주요 시설명 용량 (m3/일)

공공하수처리 총 27개소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

고성군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4,700

마을하수처리 총 36개소 양양군 오색 마을하수처리장 400

진안군 주천 마을하수처리장 300

오폐수처리 총 17개소 청도군 풍각폐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200

홍성군 홍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600

가축분뇨/분뇨 총 42개소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

공공처리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95

[참고] 1,000톤 이하 

공공하수처리장 현황 (~201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장 점유율 (2010~2014)

60%

SBR

62%

BKTurbo(Turbo Blower)

 •기존 송풍기 대비 

  20~40% 에너지 절감

 •저진동, 저소음 등 

  쾌적한 작업환경

 •윤활유 사용 불필요

 1위

● 하폐수 환경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부문 1위

● 가축분뇨 시장 점유율 1위

~2013

하폐수 분야 전체 3위

환경신기술 인증(제77호)·검증(제58호), 환경신기술 인증(제117호)

전량 자원화 시설 제외

최근 5년간 전체 34개소 중 21개소 적용

BCS 반응조 내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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