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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시이 주식회사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제 13 회 환경부회 회의

키타큐슈 환경비즈니스 추진회와 중국 하북성 싱타이시 환경보전국과의 양해각서에

의한 싱타이시 우미강 준설오니 처리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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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재를 이용한 하천 준설오니 고형화사업」



1, 중국으로 전개하게 된 배경과 이유

2017년 6월 15일, 키타큐슈시에서 키타큐슈 환경비즈니스추진회 (KICS)와 싱타이시 환경보호국은 KICS 회원이
보유한 첨단 환경기술 및 시스템의 이전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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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협의서

이때싱타이시환경보호국 부국장으로부터싱타이시에있는 11 개하천에퇴적된오니제거및하천정화가긴급한
과제로써그과제해결을위해기술협력요청이있었다. 이에따라키타큐슈시립대학의이토교수를중심으로 KICS 
회원이현지를시찰, 고화재를이용한처리방식으로싱타이시우미강에서실증시험을하기로싱타이시
환경보호국과합의하였다.

키타큐슈 환경비즈니스 추진회와 싱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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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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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에 강수 침투 억제
처리를 하고 성토 위에는

· 꽃을 심어 녹화공원

· 자갈을 깔아 주차장

등 으로 이용

우미강저변
슬러지를고화
재료를사용하여
고형화

기본용도

· 제방성토재

· 하천부지

정비재로이용



3  사업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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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８년 ７월 ・싱타이시에서의실증시험

２０１８년 ９월
・싱타이시에서의 실증시험 분석 및 평가
・실현가능성 보고서 작성 협의
· 고화재의 생산 위탁 공장에 대한 기술지도

２０１８년 １２월 ・키타큐슈시에서 팀 키타큐슈시 멤버와 성윤사 간에서 향후의 사업화에 관한
협의

２０１９년 ２월 ・싱타이시에서 실증시험의 총괄과 싱타이시 당국과 사업화를 위한 협의



４-（１）,실증에서의 과제와 그 대응

（１）싱타이시 우미강 오니의 질에 적합한 고화재 배합 비율의 최적화
싱타이시 환보국의 요청에 의해 2017 년 9 월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 동년 11 월에 싱타이시 우미강 오니 고형화에 적합한

고화재를 사용한 비커 시험을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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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4 월, 고화재 제조를 위탁할 공장을 선정하여 고화재를 제조.  완성된 고화재의 시험 시공을

싱타이시 우미강에서 실시하였다.



４-（２）, 실증에서의 과제와 그 대응

（２）고형화 처리기술의 안정화와 우위성 입증

고화재가 하천 오니의 과잉 간극수를 결합수로 잘 이용하여 수화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３）고화재의 저코스트화

（４）실증결과 보고서의 정리 및 사업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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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실증시험 장소

7

실증 장소는 중국 하북성 싱타이시 임현 우미강 (강폭 40m 깊이 1m), 실증장소 범위 (하천 연장
25m)로 설정함



５、실증시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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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환경에 대한 부하 저감성 등

이번 실증시험은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이 현저한 싱타이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 전역으로
전개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질이 개선되면

① 농작물 생산환경이 개선되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하천으로부터의 악취가 억제되면 생활환경이 쾌적해진다

③ 안전한 식수가 제공되어 주민의 건강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④ 하천의 물이 깨끗해 지면 지역의 경관이 개선되고, 주민의 정신환경도 개선된다

중국 전역의 하천· 호소 저변에 쌓인 슬러지가 처리되면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CO2 환산)를
약 10 %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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