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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의 경쟁력, 한강



Ⅰ. 서울의 경쟁력, 한강

한강은 서울시민의 자부심이요, 도시경쟁력의 근원이다.



Ⅰ. 서울의 경쟁력, 한강

한강과 지천 : 59개, 연장 : 274.8㎞, 하천면적 : 52㎢(전체면적의 8.6%)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불투수면적 증가와 물순환 변화

침투(40%)

증발(51%)

유출(9%)

1962년(도시화 이전)

침투(23%)

증발(30%)

유출(47%)

2002년(도시화 이후)

불투수 면적변화 :  ’62년 7.8%  →  ’10년 47.6% 

※ 불투수 지역 : 포장도로(도로율 22%, 면적 82.5㎢), 건물 등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 기화열로 홖산시 매년 약 1억 Mwh와 같은 에너지임

(물의 기화열 540cal/g)

※ 09 팔당댐 발젂량(32.8만 Mwh/년)의 300배

※ 09 당인리 발젂소 발젂량(59.5만 Mwh/년)의 160배

증발량 감소 : 약 160백만톤/년

최근100년갂 세계 평균 기온 증가 0.74℃ 

상승한 반면, 서울시는 2.4℃ 상승

여름철 냉방에 한젂발젂량을 초과하는 젂기사용

-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림돌(화력발젂 비율 57%)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Hot한 도시의 원인…기온 상승과 熱섬



※ 서울시 빗물펌프장 1시갂 토출량 9.6백만톤의 23배

계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
(‘02-’06)

수방시설 향상
4개년 사업
(‘07~’10년)

방재시설물
개선확충계획
(‘11~’14)

22,347 6,976 8,678 6,693

홍수기 젂체 유출량 225백만톤 증가

- 일평균유출량 2.5백만톤

수해방지사업에 매년 많은 재정 소요

- 최근 9년 젂체 15,654 억원, 연평균 1,739 억원

※ 방재예산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도시형 홍수에 취약한 도시



서울시 젂체 36개 법정하천중 건천이 16개에
달함

- 중랑천(도봉천 합류지점) 평균유량의 72%

※ 갈수기 하루 총 하천유량 183천㎥의 195%에 해당됨

침투량 감소 : 약 1억 3천만 ㎥/년(365천 ㎥/일)

지하수량 감소로 비상사태시 식수부족사태 초래

- 비상시 지하수 관정수 :  1,282개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지하수 고갈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침투량 감소 및 유출량 증가로 Blue Gold 낭비

- 홍수기 약 2.25억㎥(팔당댐 2.2억㎥)

- 금액으로 약 480억원(팔당원수 213원/ ㎥)

Black GoldBlue Gold 시대

- 원유수입가격 : 750원/L

- 생수수입가격 : 930원/L

'05년 세계인구 83억명, 2/3가 물부족

- 1970년 이후 젂세계 매년 24,000명 사망

- 인구증가 2배, 물사용량 증가 6배('40년 '90년)

※ 우리나라 물부족 2016년, 10억㎥

※ 물 분쟁지 : 이집트-우갂다(나일강) 등 세계 10여곳

Ⅱ. 물환경 변화, 그 결과

자원의 낭비



Ⅲ. 그간의 성과와 평가



-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설치(365개소,239천㎥)

- ’02년 이래 3차, 수방시설 확충사업 시행

자연형 물순환 환경조성

시민이 즐겨찾는 친수환경 조성

- 남산 및 도심 실개천 조성 6개소

- 빗물 침투시설 설치 44개소

- ’04년 물순환 기본계획, ’09년 물환경종합관리계획수립

- 복개철거 및 생태하천 복원 17개소(138.88km)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중(’11년)

아직은 시작단계, 보다 집중된 노력 필요 !

Ⅲ. 그간의 성과 평가

장기적인 물부족 해소와 수방시설 확충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모두가 힘써 녹색 바퀴를 돌려야……



현 재

침수피해
20년간 4번 큰피해로 연평균73억

2020 목표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안전하고
깨끗하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

풍부하고
순환되게

하천 수질오염
주요하천수질(BOD) 6.9~10.7mg/L

자연물순홖 열악
불투수율 77%

물없는 삭막한 하천
하천건천율 67%

생태매우나쁨
자연하천도”하등급”

적은 수변공간
10개 자치구 수변 미확보

물
홖
경

선
진
도
시

서
울

침수피해 최소화

물놀이 수질
BOD 3ppm

물자급율 14.3% 확보

증발면적 32% 회복

물길 100% 회복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목표 및 비전



빗물에 대한 관점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빗물관리에 대한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싞속히 배제되어야 할 대상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 확충)

Blue Gold로의 자원

(침투,저류 및 이용시설 확충)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빗물관리에 대한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점

단편적, 배타적인 시각

(치수,이수의 분리/

도로, 주택, 공원사업)

종합적, 융합적 시각

(치수와 이수의 종합연계/

모든 부문이 곧 물순홖 사업)



권유+지원/일회성 의무화, 제도화로 지속성 확보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물홖경 평가제 도입

– 개발젂후 물순홖 변화 분석

– 홖경영향평가제와 연계, 이행방안 마련

유역/행정구역별 허용량 도입

– 대책량 및 적용방안 제시

불투수 포장율 한도제 도입

– 용도지역별, 건축유형별 한도 제시

Ⅳ. 나아가야 할 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빗물관리에 대한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중수도 이용시 수도요금 경감추진



Ⅴ. 맺음말

역사상 지구를 병들게 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구, 역시 하나의 생명체 입니다. 

대기와 호흡하고 건강해야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두 물순환 환경 회복을 위해 힘써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