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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와순환경제와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줄이기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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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 하하((淮河淮河))유유 역역회회 하하((淮河淮河))유유 역역



아름다운아름다운 물줄기물줄기 행복한행복한
가정가정



아름다운아름다운 물줄기물줄기 생명의생명의
원천원천



상선약수상선약수 덕이덕이 있는있는 자에게자에게
환경이환경이 있다있다

회하회하회하회하————

중화문명의중화문명의 발상지발상지,,동양동양
지혜의지혜의 요람요람지혜의지혜의 요람요람

남북남북 자연의자연의 분계선분계선，，
살기살기 좋은좋은 낙원낙원 ““천리천리살기살기 좋은좋은 낙원낙원。。 천리천리
만리를만리를 가도가도, , 회하의회하의 양양
강기슭만강기슭만강기슭만강기슭만
못하다못하다..”“”“회하가회하가 잘잘
흐르면흐르면, , 양양 기슭은기슭은
풍 하다풍 하다풍족하다풍족하다..””

회강은회강은 꿈과꿈과 희망을희망을
지니고지니고 있다있다지니고지니고 있다있다



기후변화기후변화, , 생태악화로생태악화로 모든모든
아름다움이아름다움이 물거품이물거품이 된다된다..



공기공기 중중 황화황화 수소수소,,이산화황이산화황 등등
유해기체가유해기체가 가득할가득할 때때



환경오염이환경오염이 일으킨일으킨 위험은위험은
전쟁전쟁,,전염병전염병,,자연재해를자연재해를 초월한다초월한다



생태가생태가 지속할지속할 수수 없음은없음은 생존의생존의 지속되지지속되지 못함이다못함이다..

““회하의회하의 십년십년 간간 오염제거는오염제거는 헛된헛된 꿈이었다꿈이었다..””



행동하라행동하라 ““오염이오염이 심해질수록심해질수록 재난은재난은 계속된다계속된다””행동하라행동하라，， 오염이오염이 심해질수록심해질수록,,재난은재난은 계속된다계속된다 ，，
““십년간십년간 이뤄진이뤄진 오염제거의오염제거의 허상허상””과과““오염이오염이 만든만든

암암 마을마을””라고라고 폭로한폭로한 사실진상을사실진상을 참고하여참고하여암암 마을마을 라라 폭 한폭 한 사실진상을사실진상을 참 하여참 하여

참여하고참여하고, , 증거를증거를 대어대어 과학발전관과학발전관 형성을형성을 촉진시키자촉진시키자

민간의민간의 발전관념발전관념 으로부터으로부터————민간의민간의 발전관념발전관념 으로부터으로부터



회하주변의회하주변의
시민들의시민들의 행동과행동과 조화로운조화로운

생태환경생태환경생태환경생태환경

공장의공장의 오염물오염물 배출이배출이 기후변화와기후변화와공장의공장의 오염물오염물 배출이배출이 기후변화와기후변화와
생태악화를생태악화를 초래한다초래한다..

우리는우리는 적극적 로적극적 로 대처하대처하 행동 로서행동 로서우리는우리는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대처하고대처하고、、행동으로서행동으로서
바꾸자바꾸자：：

①①연꽃모델연꽃모델 창건하기창건하기

②②새로운새로운 농촌급수농촌급수 방안방안 만들기만들기②②새로운새로운 농촌급수농촌급수 방안방안 만들기만들기

③③회하의회하의 근원근원““생태의생태의 마을마을 세우기세우기””③③회하의회하의 근원근원 생태의생태의 마을마을 세우기세우기



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창건창건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 창건창건



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창건창건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 창건창건



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창건창건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 창건창건



협력하여협력하여 함께함께 세우자세우자、、환경의환경의 믿음믿음 、、
정보를정보를 공개공개、、국민들이국민들이 감독하자감독하자



①①““연꽃모델연꽃모델””창건창건①① 연꽃모델연꽃모델 창건창건

연꽃연꽃 모델의모델의 주요내용을주요내용을 이렇게이렇게 요약할요약할
수수 있다있다..수수 있다있다

합작하여합작하여 함께함께 건설하자건설하자 、、녹색환경의녹색환경의
믿음믿음믿음믿음

정보를정보를 공개하고공개하고 、、국민들이국민들이 감독하자감독하자

에너지소비를에너지소비를 절약하고절약하고 오염물오염물 배출을배출을
줄이자줄이자 오염물오염물 배출의배출의 기준을기준을 지키자지키자줄이자줄이자 、、오염물오염물 배출의배출의 기준을기준을 지키자지키자

심도있게심도있게 처리하자처리하자 、、경제를경제를 순환하자순환하자

과학의과학의 발전은발전은 、、사회의사회의 책임이다책임이다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순환시켜순환시켜 、、에너지소비를에너지소비를 절약하자절약하자
오염물배출기준을오염물배출기준을 지키고지키고 ,,본질적으로본질적으로 처리하자처리하자

비료로써비료로써 배출하는배출하는
알코올고형폐기물을알코올고형폐기물을 유기물유기물
비료로비료로 바꿔바꿔 생산하면생산하면 절약된절약된비료로비료로 바꿔바꿔 생산하면생산하면，，절약된절약된
비용을비용을 환경보호의환경보호의 비용으로비용으로 쓸쓸 수수
있고있고，，22002200만만 위안의위안의 비용을비용을
실현할실현할 수수 있다있다..

오수배출총량을매일오수배출총량을매일1212만톤에서만톤에서1·21·2
만톤으로만톤으로 줄일줄일 수수 있다있다；；

오수배출량중오수배출량중CODCOD함량을함량을12000mg12000mg에서에서
70mg/L70mg/L으로으로 줄이고줄이고；；
암모니아질소함량을암모니아질소함량을320mg/L320mg/L에서에서5mg5mg
/L/L으로으로 줄일줄일 수수 있다있다..；；
88개의오염원을개의오염원을33개로개로 줄일줄일 수수 있고있고；；88개의오염원을개의오염원을33개로개로 줄일줄일 수수 있고있고；；
매톤화학조미료용수량을매톤화학조미료용수량을35.735.7에서에서4.4.
2626톤으로톤으로 줄일수줄일수 있다있다，，8787개의개의
심정을심정을 통한통한 급수를급수를 77개로개로 줄일줄일 수수심 을심 을 급수급수 줄일줄일 수수
있다있다..



““연꽃방식연꽃방식””합작합작 윈윈윈윈(win(win--
win)win)방면으로의방면으로의 변화변화

회하회하 환경 단체의환경 단체의회하회하 환경보호단체의환경보호단체의
의견을의견을 수렴하여수렴하여，，폐수폐수, , 
예열의예열의 순환적인순환적인 이용을이용을예열의예열의 순환적인순환적인 이용을이용을
실현한다실현한다；；

회하회하 환경보호단체의환경보호단체의회하회하 환경보호단체의환경보호단체의
의견을의견을 채택한다채택한다；；

관념을관념을 바꿔바꿔、、믿음을믿음을관념을관념을 바꿔바꿔、、믿음을믿음을
세우고세우고、、덕으로써덕으로써 수익을수익을
얻어얻어, , 재차재차 형상화형상화 한다한다；；

생태의생태의 소강화소강화、、사회적사회적
책임책임



연꽃환경보호성과연꽃환경보호성과 및및 경제효과경제효과연꽃환경보호성과연꽃환경보호성과 및및 경제효과경제효과

20082008년년 공업폐수배출량은공업폐수배출량은880738880738톤톤 CODCOD의배출의배출74 4874 48톤톤20082008년년 공업폐수배출량은공업폐수배출량은880738880738톤톤，，CODCOD의배출의배출74.4874.48톤톤，，
암모니아질소암모니아질소 배출배출4.4374.437톤톤，，20072007년도와년도와 비교하여비교하여，，
공업폐수는공업폐수는85%85%가가 줄고줄고，，CODCOD는는82%82%，，암모니아질소는암모니아질소는공업폐수는공업폐수는85%85%가가 줄고줄고，，CODCOD는는82%82%，，암모니아질소는암모니아질소는
92%92%가가 줄었다줄었다。。

올해올해 고농도고농도1#1#모액은모액은336000336000톤톤，，농축과농축과 입자를입자를 뿌려서뿌려서
생산해낸생산해낸 비료비료 224000224000톤톤 205000205000톤의톤의 판매효과를판매효과를 완성완성생산해낸생산해낸 비료비료 224000224000톤톤，，205000205000톤의톤의 판매효과를판매효과를 완성완성，，
1.951.95억원의억원의 판매수입을판매수입을 실현하고실현하고，，22002200만위안의만위안의
흑자를흑자를 실현했다실현했다。。20072007년도와년도와 비교하여비교하여，，고농도고농도1#1#모액모액흑자를흑자를 실현했다실현했다。。20072007년도와년도와 비교하여비교하여，，고농도고농도1#1#모액모액
처리량은처리량은14.2%14.2%가가 오르고오르고，，비료판매수입은비료판매수입은72.5%72.5%가가
올랐으며올랐으며,,순익은순익은37.5%37.5%가가 올랐다올랐다。。환경보호산업은환경보호산업은 이미이미
회사의회사의 새로운새로운 경제경제 효과로효과로 발전했다발전했다회사의회사의 새로운새로운 경제경제 효과로효과로 발전했다발전했다。。

20082008년년 농업용농업용 지하수지하수 소모량은소모량은842644842644톤톤，，20072007년과년과
비교하여비교하여，，87%87%줄었다줄었다，，매톤화학조미료는매톤화학조미료는비교하여비교하여，，87%87%줄었다줄었다，，매톤화학조미료는매톤화학조미료는
4.2564.256톤이었는데톤이었는데，，20072007년과년과 비교하여비교하여,,84%84%가가 줄었다줄었다。。



연꽃모델이연꽃모델이 실현하게실현하게 될될 이산화탄소배출의이산화탄소배출의 감소감소연꽃모델이연꽃모델이 실현하게실현하게 될될 이산화탄소배출의이산화탄소배출의 감소감소

매달매달 만만 와 의와 의 전기를전기를 절약할절약할 때때 만만 와 가와 가11、、매달매달10521052만만 와트의와트의 전기를전기를 절약할절약할 때때。。11만만 와트가와트가
33톤의톤의 연탄을연탄을 소비소비 한다고한다고 계산할계산할 때때 ，，
매달매달10521052××3=31563=3156톤톤 매년매년3787237872톤의톤의 석탄을석탄을 절약할절약할 수수매달매달10521052××3=31563=3156톤톤，，매년매년3787237872톤의톤의 석탄을석탄을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

22 매달매달 88만만 톤의톤의 증기를증기를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 11톤의톤의22、、매달매달 88만만 톤의톤의 증기를증기를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11톤의톤의
증기가증기가135Kg135Kg의의 연탄을연탄을 소비한다고소비한다고 할때할때，，매달매달1080010800톤톤，，
매년매년129600129600톤의톤의 연탄을연탄을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

11톤의톤의 석탄이석탄이 2.62.6톤의톤의 이산화탄소를이산화탄소를 절약한다고절약한다고 할할 때때，，
매년매년（（37872+12960037872+129600））××2.6=2.6=43.54243.542만톤의만톤의
이산화탄 를이산화탄 를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 동시에동시에이산화탄소를이산화탄소를 절약할절약할 수수 있다있다。。동시에동시에 고농도고농도
화학조미료화학조미료 폐수폐수336000336000톤을톤을 줄일줄일 수수 있다있다..



연꽃연꽃 모델의모델의 창건창건：：회하의회하의 수질이수질이 좋아좋아 질질 수수
있다있다

同期淮河水质由同期淮河水质由ⅤⅤ类类
水好转为水好转为ⅢⅢ类水，沙类水，沙
颍颍 单项指标单项指标颍河颍河CODCOD单项指标由单项指标由
劣劣ⅤⅤ类水好转为类水好转为ⅡⅡ类类
水水水。水。

双赢局面的形成双赢局面的形成



②②새로운새로운 농촌농촌 급수급수 방안방안 세우기세우기



②②새로운새로운 농촌농촌 급수의급수의 방안방안

생물정화수장치실험의생물정화수장치실험의 성공성공



농촌사람들이농촌사람들이 깨끗한깨끗한 물을물을 마심으로써마심으로써 새로운새로운 희망이희망이 가득해진다가득해진다농촌사람들이농촌사람들이 깨끗한깨끗한 물을물을 마심으로써마심으로써 새로운새로운 희망이희망이 가득해진다가득해진다



생물정화수와생물정화수와 생태의생태의 회복회복생물정화수와생물정화수와 생태의생태의 회복회복



생태가생태가 호전되고호전되고, , 새롭게새롭게
변하다변하다..



우물을 파는 방안 생물정수방안

심정 이용 ,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린다. 생물정수장치，얕은 곳의 물을 사용한다

1
3000명 사람이 사는 한
행정구역에 드는 기본 비용 60만 위안 20만 위안

2 건설과 급수 방식 한곳에만 우물을 파야하 로 사람들이 불편하 여러 곳에 분산하여 건설할 수 있어 가까운2 건설과 급수 방식 한곳에만 우물을 파야하므로，사람들이 불편하고，
수돗물로 바꿀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곳에 분산하여 건설할 수 있어，가까운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50—100가구가
한 조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수 건설에 기초가 된다

3 취수 깊이 450미터 정도의 깊이 10-15미터의 얕은 정도의 깊이

4 위험비교： 아래 6가지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 6가지의 위험요소의 영향은 적고，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

（1）지질성원인이 수질을
오염시킨다

만약 불소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물을 곧바로
마실 수 없다

지질원인의 영향은 적고，정화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마실 수 있다

（2）우물 팔 때의 어려운점 바닥에 모래가 쌓이거나 지질이 변화하면，물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썩고 그 대가는 크다

조그만 구멍만 파면 되므로 ，기술이 간단하다

（3）우물의 수명 심정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인데，평균
취수의 값은 높고 다시 우물을 팔 경우

자연계의 물 순환 중 물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물이 마를 걱정은 없다 따라서 영원히취수의 값은 높고，다시 우물을 팔 경우

비용이 60만원보다 많이 든다
물이 마를 걱정은 없다. 따라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4）취수원에서 예외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충분한 지하수원이 부족하고，물이 없다면，마른
우물을 초래할 수 있다

얕은층에서 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예외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5）물의 유지원가 유지원가가 높고，기술력이 높아서 물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즉각 처리하기 어렵다

유지원가는 적다

（6）전기가 끊긴 상태에서의
물의 공급

강한 전기의 힘으로 물을 뽑아내야 하고, 만약
정전이 되면 급수할 방법이 없다. 다시

비상용 전기로 물을 끌어올 수 있고, 적은
전력을 사용하기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물의 공급 정전이 되면 급수할 방법이 없다. 다시

우물을 건설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 2차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전력을 사용하기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생물정수는 자체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전기가 끊길 위험이 없다

5 전체 사용 수명 최대10년을 넘을 수 없고, 반드시 새로 우물을
파야 한다

한번 투자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생물정수방안의절약효과생물정수방안의절약효과생물정수방안의절약효과생물정수방안의절약효과

물물△△500 500 곳의곳의 행정촌이행정촌이 우물을우물을 팜으로써팜으로써 절약된절약된
비용비용：：

500500（（6060만만 위안위안--2020만만 위안위안））=20000=20000만만 위안위안

△△500500 곳의곳의 행정촌의행정촌의 우물을우물을 파고파고 물물 펌프에펌프에△△500 500 곳의곳의 행정촌의행정촌의 우물을우물을 파고파고 물물 펌프에펌프에
사용된사용된 전기량이전기량이：：

천천500500（（5050××3030××1212））+10000=9010000+10000=9010000천천
와트일와트일 때때

27032703만톤의만톤의 표준석탄으로표준석탄으로 환산되고환산되고,,

7027·87027·8만톤의만톤의 이산화탄소의이산화탄소의 배출배출 감소감소7027·87027·8만톤의만톤의 이산화탄소의이산화탄소의 배출배출 감소감소..



③③회하의회하의 원천원천““생태마을생태마을
만들기만들기””



개발론자개발론자 들이들이 회하회하 공공의공공의
숲을숲을 훼손시켰다훼손시켰다..



개발론자들을개발론자들을 기다리는기다리는 거목거목
집중지집중지





NGONGO 매체와매체와 환경봉사자들의환경봉사자들의 활동활동NGONGO、、매체와매체와 환경봉사자들의환경봉사자들의 활동활동





시민들이시민들이 촉진시킨촉진시킨““생태생태 마을마을 만들기만들기””시민들이시민들이 촉진시킨촉진시킨 생태생태 마을마을 만들기만들기



민중이 참여한 생태마을 건립 연구토론회



생태마을생태마을 설립의설립의 현저한현저한 성과성과생태마을생태마을 설립의설립의 현저한현저한 성과성과

동백동백 만만동백산동백산150150만만
토지가토지가 보호를보호를
받을받을 수수 있다있다받을받을 수수 있다있다..

매년매년210210만톤의만톤의
이산화탄소를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흡수하고，，
141141만톤의만톤의
산소를산소를 방출할방출할
수수 있다있다



믿음을믿음을 지속시키고지속시키고 새로운새로운 돌파구를돌파구를
찾다찾다..



公众参与前景光明公众参与前景光明公众参与前景光明公众参与前景光明

감사합니다

hhwsw001@126.com
电话：13353852599电话：13353852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