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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물처리대책

중국대련시환경보호국 呉 国功
2015년 10월키타큐슈시



1, 대련시의수질환경오염대책

2014년 대련시의배수 배출량은 7.18억 톤, 그 중공업폐수는 4.02억 톤, 

생활 오수배출량은 3.16억 톤, COD 17.39만 톤, 암모니아질소배출량

1.45만 톤, 석유류 배출량은 238.81톤,. 대련시의 공공오수처리장은

29개소, 오수처리 능력 131.5만 m3/일, 도시 생활오수집중

처리율(시가지)은 95%, 중수도순환이용률 42%., 오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류구에서는전자데이터에 의한감시 관리를실시하고

있다. 환경감시 측정관리 4분기의 감사율 100%, 감시 측정률 100%에

달하고 있다.

사아구 오수처리장
남부연해 N05호 방류구



 도시집중식 음료수수원지 보호구의확정과 경계선을확정한 후, 수원지
대책과 규범적관리를 추진한다. 시전체의 음료수수원지를 1급 보호구와
2급 보호구로설정하고 생태보호의경계선으로서 토지이용및 도시계획관리
속에 포함시킨다. 영나하 댐음료수수원지 1급 보호구에길이 7.2 KM의
방호망을 정비하여도시의 집중식음료수 수원지의자동감시 시스템 및
긴급시의 대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전체의 음료수수원지의 수질감시
측정률・하천단면 수질기준합격율은 모두100%를달성하였다

2, 대련시의음료수수원지보호

6개소의집중식생활음료수수원지분포도

6개소의집중식음료수
수원지의수질은
양호하며, 각평가
지표도지표수
Ⅲ류기준및별표보충
항목, 특정항목에
있어서도기준치
이하이다.



3, 대련시의 「수징오염방지행동계획(수질10조) 실시안」

1、산업구조조정을가속하여입지의합리화를추진한다

뒤떨어진 생산능력을 개선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 입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순환형 발전을 추진,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2、종합대책을강화, 오염물의배출을전면적으로억제한다

공업 오염대책에 힘을 넣고 있다. 공업 오염방지 및 공업밀집지의 수질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등 도시지역의 생활오염대책, 농촌부의 오염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3、자원의관리를강화, 절수등을통해수자원을보호

용수 사용량을 컨트롤, 용수 효율을 높이고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한다.

4、수질환경을보호, 댐수질안전을보장

음료수 수원지의 환경보호를 강화, 음료수원의 전문 감시관리를 실현, 리스크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양호한 수질환경 생태시스템을 보호한다.

5、유역대책에의한성과를통해하천의수질향상에노력한다

유역의 오염대책의 강화, 환경의 질량및 목표관리 강화, 하천에의 오수 배출량의 엄중
제한, 오염이 심한하천의 종합대책 실시, 정비구역내의 악취 제거

6、「New Blue Sea Action」을실시, 해양생태를보호한다

근안해역의 오염방지안 책정, 해역과 연해지역의 양식 추진, 선박의 항만오염대책 추진, 
해양생태의 보호

7、기술지원을강화, 환경산업의발전을추진한다

적용기술의 PR과 보급, 선진기술의 연구개발 등,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물 순환이용효율의 향상. 전력, 철강, 방적 나염(인염),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의용수사용량이 많은기업의 정액관리, 선진적인
절수기술・오염 2차 처리기술.

Ⅰ

我市空气质量改善可达性分析2

도시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건설과 개조. 농촌부, 향진의 이동식,
컴팩트, 저비용, 고기준의 오수처리 설비.Ⅳ

해수 활용. 전력, 화학공업, 석유화학 등업종에서의 직접 해수를
순환수・냉각수로서 활용. 해수담수화는 공업・생활용수의 보충
수원으로서 활용。

Ⅱ

Ⅲ 정비구역내의 악취 수질환경을 개선. 능수강, 춘유강, 주수강 등
악취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경관의 강」으로 변모시킨다

4, 대련시의 수질환경 개선대책에있어서의 기술수요



2016년대련에서만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