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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현황

1. 한강의 수질환경 여건

한강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대덕산 

금대봉 북서쪽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까지 총 

연장은 514km이다. 서울시 구간은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길이가 40.2km이다. 

<그림 2-6-1> 한강 주요지점 수질(BOD,㎎/L) 및 물재생시설현황(만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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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천 물 재 생 시 설

시설용량 : 110만톤
유 입 량 : 7 9 만 톤

난 지 물 재 생 시 설

시설용량 : 100만톤
유 입 량 : 6 8 만 톤서 남 물 재 생 시 설

시설용량 : 200만톤
유 입 량 : 160만톤 중 랑 물 재 생 시 설

시설용량 : 171만톤
유 입 량 : 132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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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로 중랑천, 안양천 등 2개의 국가하천과 청계천, 성내천, 도림천 등 33개의 

지방하천이 있다. 수역의 수질을 맑게 하여 물고기 등 수서생물 서식이 쉽도록 

하기 위해 4개 물재생시설(종전의 하수처리시설이 명칭변경 - 2005.10.16)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모든 생활하수와 4,487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1차 

처리된 산업폐수는 이들 물재생시설에서 다시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2. 수질현황

2-1.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006년까지는 등급별, 이용목적별, 오염지표별로 구분하여 규정한 하천 수질 

환경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6년 12월 4일부터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조정 

되었다. 개정된 환경기준은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등 서술형으로 

전환하고, 종전 Ⅱ등급을 “좋음”, “약간 좋음”으로 세분화 하는 등 기존 5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체계화하고,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올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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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

구분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부유
물질량
(㎎/L)

용존
산소량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생
활
환
경

기
준

매우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사
람
의 

건
강
보
호

기
준

전

수

역

- 카드뮴(Cd) : 0.005㎎/L 이하             
- 비소(As) : 0.05㎎/L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
- 납(Pb) : 0.05㎎/L 이하                  
- 6가크롬(Cr+6) : 0.05㎎/L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L 이하    
- 사염화탄소 0.004㎎/L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0.03㎎/L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L 이하
- 디클로로메탄 0.02㎎/L 이하               
- 벤젠 0.01㎎/L 이하
- 클로로포름 0.08㎎/L 이하                 
- 안티몬 0.02㎎/L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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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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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표 2-6-2> 서울시 수질측정망 측정항목

조 사 항 목 조사 횟수 조사 시기 비  고

pH, DO, BOD, COD. SS, T-N, T-P, NH3-N, 
NO3-N,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DTN, DTP, 
PO4-P, 클로로필-a

12회/년 매월
주요지점은 48회/년

(노량진, 가양)

Cd, CN, Pb, Cr+6, As, Hg,  ABS 4회/년 3,6,9,12월 주요지점은 12회/년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2회/년 3,9월 주요지점 및 대표지점

PCB, 유기인, 1회/년 7월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BOD. COD. TSS. 
총인. 총질소. 유량

1회/8일
연간 

30회이상
수질오염총량관리항목

<표 2-6-3> 서울시 수질측정망 운영지점

구  분 지 점 명 환경기준
(목표기준)

채   수   위   치 조사기관

한강본류
(8)

암  사 Ⅱ 강동구 암사동(암사취수장 앞) 한강유역환경청
구  의 Ⅱ 강동구 천호동(광진교) 한강물환경연구소
잠  실 Ⅱ 송파구 신천동(잠실대교) 한강유역환경청
뚝  도 Ⅱ 성동구 성수동(성수대교) 한강유역환경청
보  광 Ⅱ 용산구 한남동(한남대교) 한강유역환경청
노량진 Ⅱ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 한강물환경연구소
영등포 Ⅱ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한강유역환경청
가  양 Ⅲ 강서구 가양동(구암공원 앞)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지천
(19)

탄천5 Ⅵ 강남구 삼성동(도보교) 한강유역환경청
중랑천1A Ⅳ 노원구 상계동(상도교) 한강물환경연구소
중랑천2 Ⅳ 노원구 상계1동(노원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중랑천3 Ⅳ 동대문구 장안동(장안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중랑천4 Ⅳ 성동구 성수1동(성동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안양천4 Ⅵ 구로구 구로동(오금교) 한강유역환경청
안양천5 Ⅴ 양천구 목동(양화교) 한강유역환경청
홍제천 Ⅲ 마포구 성산동(불광천 합류점 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고덕천 - 강동구 고덕동(고덕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성내천 - 강동구 성내동(잠실철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양재천 - 강남구 대치동 27-1(대치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우이천 - 성북구 석관동(중랑천 합류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성북천 - 동대문구 신설동(성북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릉천 - 동대문구 용두동(정릉천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목감천 - 구로구 개봉동 412-25(남부순환도로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도림천 - 동작구 신대방동 498(신대방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1 Ⅲ 중구 무교동(모전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2 Ⅲ 성동구 왕십리동(무학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청계천3 Ⅲ 성동구 사근동(중랑천 합류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공단배수
(3)

구로공단 - 구로구 구로동(철산배수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영등포기계공단 - 구로구 온수동(온수전철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남하수처리장 - 서남하수처리장 방류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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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업무는 1974년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후 1983년 

7월부터 측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종합 

관리하게 되었고 1992년부터는 환경부는 정기 수질측정 기관(환경부,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합하여 측정자료의 전국 전산망 구축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008년 한강수계 수질측정망 현황은 

334개소이며, 서울시 구간은 한강 8지점, 하천 19지점, 공단 배수 3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총 36항목으로 pH, BOD 등 18항목은 월 1회, Cd, 

Pb, Cr+6 등 7항목은 분기 1회, TCE, PCE 등 7항목은 년 2회, 유기인 등 

2항목은 년 1회 측정하고, 유량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2항목은 연간 30회이상 

측정하고 있다.

2-3. 한강의 수질변화 추이

한강의 수질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과 함께 하수처리장 증설, 분뇨･정화조 

등 위생처리시설 건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으로 1993년까지는 수질이 점차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계속되는 

겨울철 가뭄과 한강상류 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지연, 

남양주･하남･구리시 등 한강상류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생활하수 유입량의 증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숙박시설, 대형음식점 등 

위락시설이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되다가, 1997년을 정점으로 다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1998)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공포(1999), 잠실상수원보호구역(1995) 및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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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1999) 등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의 결과이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지표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잠실지점의 경우 1997년 2.6mg/L이었으나 1998년부터 상수원 수질개 

선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2004년 1.7mg/L, 2005년 1.4mg/L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6~2007년도에는 비교적 많은 겨울비가 내려 비점오염 

물질이 팔당 및 잠실상수원에 유입, 댐 및 수중보에 확산되어 6월까지 정체되는 

바람에 평균오염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가양지점은 1997년에 5.5mg/L에서 

2005년 2.9mg/L로 개선되다가 2006년에는 3.2mg/L로 보통 수준에서 

2007년에 3.0mg/L로 약간 좋음 수질로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8년 가뭄의 

영향으로 3.6mg/L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표 2-6-4> 연도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변화추이
(단위 : ㎎/L)

연도
 지점

환경기준
(목표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잠    실 Ⅱ 2.2 1.9 1.5 1.8 1.8 1.8 1.7 1.4 1.9 1.6 1.9

가    양 Ⅲ 4.6 3.9 3.0 3.5 3.4 2.8 3.0 2.9 3.2 3.0 3.6

한강의 수질은 자연적인 강수량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월별 팔당댐 방류량 대비 잠실 수질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강수량이 많고 팔당댐 방류량이 많은 7~10월의 경우 수질오염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팔당댐 방류량이 적은 12~5월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6~2007년에는 예년의 겨울 갈수기와는 달리 

겨울비가 많이 내려 겨울동안 타이어가루 등 도로, 노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 

물질이  팔당 및 잠실상수원에 유입되어 6월까지 그대로 정체 되는 바람에 수질 

오염도가 급증하였다가 여름철 태풍 등의 영향으로 팔당댐의 방류량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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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2008년도 수질오염도는 pH, DO(용존산소량), SS(부유물질) 항목은 

환경기준의 매우 좋음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나, 하천의 대표적인 수질오염 

지표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8년 봄 가뭄에 이여 가을․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강우량 및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수질이 2007년에 비해 다소 악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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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2008년도 월별 팔당댐 방류량 대비 잠실지점 수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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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5> 2008년도 한강의 지점별･항목별 수질현황 

[단위 : ㎎/L(단, 대장균군수 : MPN/100mL)]

항  목 암 사 구 의 잠 실 뚝 도 보 광 노량진 영등포 가 양

환경기준
(목표기준)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온도(℃) 14.0 14.2 14.0 14.7 14.9 14.8 15.2 15.3 

pH 8.2 8.6 8.3 8.4 8.1 7.9 8.1 8.1 

DO 11.3 11.5 11.4 12.1 11.7 9.8 11.1 11.0 

BOD 1.6 2.1 1.9 2.8 3.5 4.3 3.3 3.6 

COD 3.9 4.3 4.1 4.8 5.5 5.7 5.8 5.9 

SS 7.2 7.5 8.5 8.8 8.4 11.7 10.3 18.5 

총대장균군수 9097 2737 11178 25983 28783 19224 33259 26381 

분원성대장균군수 735 1013 1264 1995 2168 6911 3457 2527 

총 질 소 2.135 2.169 2.114 3.263 4.720 4.605 4.190 4.381 

총    인 0.026 0.057 0.029 0.094 0.249 0.322 0.204 0.208 

카 드 뮴 ND ND ND ND ND ND ND ND

시    안 ND ND ND ND ND ND ND ND

납 ND ND ND ND ND ND ND ND

6가크롬 ND ND ND ND ND ND ND ND

비    소 ND ND ND ND ND ND ND ND

수    은 ND ND ND ND ND ND ND ND

A B S ND ND ND ND ND ND ND ND

페    놀 ND ND ND ND ND ND ND ND

비고 : ND(Not Detected)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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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질보전 대책

1. 수질환경 개선목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및 보고 즐길 수 있는 한강을 보다 맑고 깨끗한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산업폐수 관리강화, 수질개선사업, 

퇴적물 준설,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수질환경개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표 2-6-6> 서울시의 한강 및 주요지천의 수질개선 목표
(BOD : ㎎/L)

지    점 2007(실적) 2008 2009

잠    실 1.8(1.6) 1.7(1.9) 1.7

가    양 3.1(3.0) 3.0(3.6) 3.0

중 랑 천 15.0(15.7) 13.0(9.9) 12.0

탄    천 24.0(18.4) 22.0(15.3) 21.0

안 양 천 9.5(8.2) 9.0(7.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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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업소수 단속건수 위반건수

조   치   내   용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병과)

기 타
(폐쇄명령 등)

1998 7,188 9,208 432 55 280 14 4(49) 79

1999 7,245 9,246 564 158 293 29 4(52) 80

2000 7,905 9,344 606 153 323 34 (66) 96

2001 7,952 9,958 645 149 227 42 43(62) 184

2002 9,309 9,804 389 97 104 24 3(45) 161

2003 5,418 8,279 326 65 120 20 2(27) 119

2004 5,484 6,943 190 80 61 7 (26) 42

2005 4,572 6,664 373 97 198 5 1(35) 72

2006 4,581 5,613 307 60 182 13 2(24) 50

2007 4,487 5,006 196 63 88 14 3(30) 28

2008 4,487 4,319 191 48 74 19 1(38) 49

2. 한강 수질보전 대책

2-1. 환경기초시설 확충

서울의 하수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물재생시설(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005년 하수유입처리량은 502만톤/일로서 하수발생량 대비 

시설용량은 충족되었으나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6.1.1부터 물재생시설 방류수 수질(BOD)을 30㎎/L에서 20㎎/L로 강화하여 

배출하고 있고, 2007년까지 중랑물재생센터에 하루 46만톤 규모의 고도처리 

시설을 완료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탄천 등 나머지 물재생시설에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을 BOD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예정이다.

2-2. 폐수배출시설 관리강화

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표 2-6-7>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단위 : 개소)



450 _ 2008 Environment of Seoul

2008년에는 서울시에 4,487개소의 폐수배출업소중 환경친화기업 및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3,901개소의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교체,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여 산업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폐수무단방류 등 법규 

위반업소는 고발 및 폐쇄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나.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도

세차장, 염색업소 등 1일 50㎥/일 이하의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서 전문인력 

부족, 영세성 등으로 방지시설 운영능력이 미숙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업소의 자율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소규모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시･자치구･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기술 

지도반과 자치구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폐수처리시 적정 약품투입율 결정, 노후시설 개선 독려, 환경법령 

위반사례집 배포 등 효율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103개 업소, 2006년 106개 업소, 2007년 114개 업소, 

2008년도에 115개소를 선정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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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폐수배출허용기준

(단위 : mg/L)
항 목

지 역

2,000㎥/일 이상 2,000㎥/일 미만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 서울시 전지역 “나 지역”에 해당

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

2004년 8월부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단속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 상호 지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의 환경보전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6-9>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실적

연도별
환경순찰

(회)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재정지원
(활동비 지급 

등)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조치내용

2004년 106 253 10 개선명령 3, 경고 등 7 3,835천원

2005년 234 950 28 개선명령 16, 경고 등 12 12,495천원

2006년 406 1,181 14 개선명령 8, 경고 등 6 14,199천원

2007년 315 1,130 5 개선명령 2, 조업정지 1, 경고 2 10,923천원

2008년 354 1,144 6 개선명령 1, 경고 등 5 10,695천원

앞으로도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2개반의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폐수무단방류 행위,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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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동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야간, 공휴일 등을 이용한 불법 

폐수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취약 시간대 불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도･ 
단속과 병행하여 폐수배출업소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폐수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환경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3. 한강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예방

한강수질을 개선하고 유기물의 하상퇴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실 수중보의 

물갈이를 매월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날을 택하여 매월 12일간 하루 5시간씩 

실시하던 것을 1992.8.1부터 매일 7시간씩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 

1993~1999 기간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퇴적물 610,700㎥를, 2001~2006에는 약 

168,930㎥를 준설하였으며, 2007년에도 약 49,345㎥를 준설하였다.

한강에 오물투기행위, 기름유입 등 수질오염을 상시 감시하고자 한강사업 

본부에 한강순찰감시반 12개 지구대를 편성하여 매일 감시･순찰을 실시하고, 

부유오물･기름･수초 등 제거와 수중의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폭기해 줄 수 있는 

다목적 청소선 1척을 비롯하여 청소선 및 보조선 22척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4. 한강수질오염사고 방제대책

1992년 6월 한강 중･하류지역인 한남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살치･누치류 

8,500여 마리가 집단폐사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물고기 폐사 

원인은 정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오･폐수의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하절기 

진입에 따른 수온상승, 퇴적된 오니의 부패, 용존산소량의 감소,  팔당방류량 

감소, 서울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방류에 따른 수온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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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산란기 저항력이 약해진 물고기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물고기 폐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1993년 이후 매년 5~7월 사이에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수질조사 강화 

및 한강순찰 등 하절기 한강수질보전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한강 및 지천의 물고기 

폐사사고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차집관거 신･증설 및 노후관 정비, 하천준설 및 저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천 오물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007년까지 전 지천의 수질을 BOD 10㎎/L이하로 유지하도록 탄천 등 주요 

지천상류의 자치단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하천 및 하수관거와 물재생시설 유입수계에 유해화학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무단 

방류의 추적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자동모니터링은 한강 본류 9개소(상수원수 6개소, 하천수 3개소)와 지류천 

3개소에서 시안 등 14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수질상황을 감시하며, 유해화학 

물질은 중랑물재생센터 유입수 등 8개 지점에서 16개 항목을 측정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표 2-6-10> 방제장비 확보현황
                                                            (2008.12.31)

구 분
오일휀스

(m)

흡 착 제 유 처 리 제

흡착포(box) 흡착붐(box) 흡착롤(box) 분 말(kg) 액 체(L)

수  량 5,155 451 113 159 189 6,428

아울러 한강에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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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흡착포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한강에서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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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천 수질개선 대책

3-1. 주요 지천의 수질개선 내역

가. 중랑천 수질개선

한강의 최대 지류인 중랑천은 1990년대 초까지는 42.6㎎/L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2006년 평균 13.7㎎/L를 

유지하였다. 또한 잉어, 붕어 등의 물고기도 서식하기 시작하여 계속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산란기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중랑천 상류의 산란장소를 

찾아 이동한다.

그러나 봄철 갈수기에는 강우시 도로변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고농도의 초기우수가 유입되어 중랑천의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하상퇴적물의 

교란에 의한 수중 용존산소의 급격한 저하로 어류의 집단폐사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중랑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 정체구역에 수질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변서식공간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낙차공의 정비와 

하도정비를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하철 발생 지하수를 

하천에 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다. 중랑천으로 방류하는 중랑물재생 센터는 

고도처리공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07년에 46만톤/일의 고도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고도처리시설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보완(125만톤/일)하여 2012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강우시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이용하여 빗물을 일시 저류시킴으로써 

오염된 빗물이 중랑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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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중랑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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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천 수질개선

1990년대 초까지 탄천은 BOD 26.2㎎/L으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나 서울시와 

인근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의 개선 등 꾸준한 수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2001년에는 12.1㎎/L으로 하천의 생활보전기준인 10㎎/L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성남, 용인, 수지, 분당 등 상류지역의 인구증가로 미처리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유입되면서 2003년 18.1㎎/L, 2004년 21.9㎎/L, 2005년 

21.2㎎/L에서 2006년 23.6㎎/L로 다시 악화되었다가 2008년 성남하수처리장 및 

용인 수지하수처리장이 증설됨에 따라 ‘08년 수질이 15.3㎎/L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및 성남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공사가 

완공되는 2011년 이후에는 수질이 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2-6-4> 탄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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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개 시･구로 구성된 탄천･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상･하류 

자치단체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탄천의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탄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 안양천 수질개선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서울시를 지나 한강에 유입되는 국가 

하천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의 주기능인 치수･이수･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2003년 2월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하천정비 

계획의 기조하에 치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2004년부터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안양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천 수질은 2002년 10월 안양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2006년 6월 14일 역곡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향후 안양천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양천 유역의 영등포구를 포함한 13개 시･구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생태계조사 등 공동연구, 하천살리기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6-5> 안양천의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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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민참여 하천수질모니터링

시민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하천수질 측정 기회 등을 제공하여 하천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천수질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2003년부터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협조하에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쉽게 지역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중랑천 등 주요 

하천에서 15,628명이 참여 하였으며, 2008년에는 12월 현재 15,323명이 참여하여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림 2-6-6> 하천 수질측정 모습

 

4.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이므로 상수원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75년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을, 1990년에는 팔당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오염원 설치를 규제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설치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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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이원화 등 정책의 미진함과 규제지역 주민들의 비협조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1998.11.20)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근거 

법률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2.8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2006년 9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정책의 목표를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로 정하고 한강 

대권역 하천의 82%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 30%를 수변생태벨트 

(Riverine Ecobelt)로 조성하고자 총 10조 7,506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생태 복원, 비점오염관리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1.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호제도로서 수변구역 설정과 

보안림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 수변구역제도

하천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한강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경우 팔당특별대책지역 수계(남한강 조정지댐, 북한강 의암댐, 

경안천 발원지까지) 양안 1㎞이내 및 상류지역 500m 범위내의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 예정 

구역,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기존 취락지구는 제외)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음식･숙박업, 축사, 공장 등의 신규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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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며, 기존시설의 경우 오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이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해야 한다.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매입 

하여 초목지대 또는 인공습지로 조성하여 오염물질의 완충지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 보안림 제도

산림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맑은물 공급의 원천이나,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산림지역이 대부분 준농림지로서 개발에 따른 훼손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이에 속하는 1차 지류의 양안 5㎞이내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수질보전에 필요한 

산림 중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산림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다.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서울시 상수원의 약 94%를 취수하는 상수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 구간 6.45㎢를 1995년 3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취사･낚시행위, 유선행위, 오물투기행위 등을 

금지 시키고 있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수상이용시설은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전토록 하였다.

팔당댐하류에서 서울시계 사이 경기도 구간의 한강유역에 대하여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2.8)”이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1999년 8월부터 취사･낚시행위, 유선행위, 오물 

투기행위 등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3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에 의거 상수원보호 

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도로와 교량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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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을 관리하는 제도는 

농도규제로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 등의 설치로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를 가중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표 2-6-11> 한강 상수원 보호관리 현황

구  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지 정 일 1975. 7. 9 1990. 7. 19 1982. 12. 31 1995. 3. 20 1999. 9. 30

근    거

수도법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

수도법 제5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면    적 159㎢ 2,102㎢ 3,831㎢ 6.45㎢ 191.3㎢

관할구역

경기도 
4개시･군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등)

경기도 
7개 시･군 
61개 읍･면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경기도 
5개시 3개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잠실수중보상류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의 
한강주변

경기도 6개시･군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 2개시
(춘천시,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관리내용

보호구역내 낚시, 
세차 등 
오염행위 
지도･단속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 
수립추진
- 환경기초
  시설설치
- 오염원 
  특별 관리
- 용도지역 
  변경 억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개발 
제한

보호구역내 
낚시, 뱃놀이, 
세차 등 
오염행위 
지도･단속

∙폐수･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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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경우 자치단체가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제’로 팔당호 

유역의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가평군, 여주군 등이 오염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중 

광주시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2004년 7월 5일 

승인받아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 나머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하고 범위는 

한강수계 전체를 대상범위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2. 환경기초시설 확충

팔당호 주변의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관거정비가 

부족하여 일부 오염물질이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0년까지 약 1조 1,780억원을 투자하여 구리시,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한강수계 

하수관거 1,609㎞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한강대권역에 185개의 하수종말처리장, 16개의 분뇨처리장, 13개의 

축산폐수처리장, 61개의 산업폐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용인, 광주지역에 저류 및 침투형시설 

13개소, 장치형시설 12개소 등 총 25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다.

4-3. 물이용부담금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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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분담하고 

상･하류지역이 다함께 번영하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에서 한강물을 상수원수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가에 수돗물 1톤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률은 대통령령에 의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와 환경부 등 

물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재원사용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매 2년마다 결정･고시한다. 한강수계는 2008년～2009년의 경우 톤당 

160원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 고지하며, 부담금 재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수도사업자는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담금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매입비, 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상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 기타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지자체별 지원액을 결정하여 시･군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분한다.

4-4. 한강수계 관리체계

한강수계 수질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는 1998년 9월 30일 ‘맑은 물은 생명수’라는 데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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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고,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1999년 2월에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 4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강원도 부지사, 충청북도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준의 결정, 

주민지원 사업의 심의,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등 현안문제를 협의･조정하게 

된다.

또한, 잠실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잠실권역물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 물관리국장(위원장),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포천시 관련 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잠실권역 상수원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사고 공동방제에 관한 사항, 잠실권역 상수원 

오염행위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 기타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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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빗물관리 대책

1. 서울의 물환경

서울시는 1962년 이후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어려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하천으로 서서히 유출되던 빗물이 

일시에 지표면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었고, 특히 집중호우에 의하여 

하천변이나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홍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콘크리트로 사면확장 개수하여 빗물을 

급속히 하류로 유출시킴으로써 홍수방지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지하수위의  

저하와 용천수고갈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하천유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갈수기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천화가 발생하여 

도시 열섬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 빗물관리의 필요성

서울지역의 물환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불투수면의 증가, 하천 

유량의 감소, 친수공간의 소멸, 홍수피해의 증가, 수자원확보의 어려움, 생태계의 

변화, 도시열섬화의 심화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 

자원인 빗물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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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서울시의 연도별 불투수 면적 비율 비교

※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2007. 시정개발연구원)

3. 체계적인 빗물관리의 체제 확립

3-1. 빗물관리 제도정비

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함께 200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하여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빗물관리시설의 정의, 빗물기본계획의 수립,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이다. 또한 시민들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유도와 홍보를 위하여 빗물관리 

시설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빗물관리정책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설치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30일 빗물관리시설별(침투･저류･이용) 설치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과 관련공무원들이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비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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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통하여 ’07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빗물이용, 침투, 저류시설에 대한 시설의 

규격, 설치방법,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로 작성 완료하여 빗물관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3-3.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및 시의원 등 총15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빗물관리 정책의 점검 및 평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사항 심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빗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6-8> 빗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빗물관리위원회 회의 안건 설명 사진 빗물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사진

4. 빗물관리시설의 설치현황

’08년 현재 설치 완료된 빗물이용시설은 스타시티 등 총 96개소로 23,949 

㎥이며 서울시 등에서 설치비를 지원하여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은 총7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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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다. 빗물침투시설 설치는 환경영향 평가 시 권고사항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투수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근교산 계곡에는 소형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다.

<표 2-6-1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현황

구  분
수해예방용 

빗물저류시설

근교산 계곡

빗물저류시설

일반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지원

빗물이용시설

규 모
9개소

(96,885㎥) 319개소(6,518㎡) 96개소(23,949㎥) 76개소
(159㎥)

내 용
중랑 망우산

빗물저류조 등 
9개소

남산14, 북한산15
수락산 22개소 등 
생태연못 319개소

스타시티, 
은평뉴타운 등

 96개소

서초, 강서,
동대문, 구로,

송파구 지역 등
76개소

<그림 2-6-9>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서초래미안 아파트 집수면 스타시티 빗물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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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시설(스타시티) 조경용 스프링쿨러(스타시티)

강서구 개화동

(개인주택 빗물이용시설)
조경용수 사용모습(개인주택)

<그림 2-6-10> 빗물침투시설 설치 사진

그린블록 사용 정원(서초자이아파트) 중랑천변 투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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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빗물활용 홍보활동 전개

5-1. 서울시 빗물정책 홍보(국제교류 행사 참가)

‘08.3.1(토) 10:00~15:00 더샵스타시티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가 주최한 

일본 시민단체「People for Rainwater」회원들과의 국제 교류 행사에 참석하여 

서울시의 빗물관리정책 등을 홍보하였다.

<그림 2-6-11> 빗물정책 홍보

행사 개회 선언 서울시 빗물정책 소개  

5-2. 빗물관리시설 전시회 개최

「세계 물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08. 3. 20 ~ 3. 22,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Water Seoul 2008 전시회”에 빗물전시관을 설치하여 

시민 고객에게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자원을 아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6-12> 빗물전시회 개최

전시회장을 관람하는 시민들 모습 어린이 단체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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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책 홍보, 대외 발표 및 교육 실시

‘08. 9. 4에는 새로운 선진형 빗물정책인 서울시의「빗물 가두고 머금기 

프로젝트」기자설명회가 있었으며, 대전시 정책 세미나 특강(‘08.10.14),  

C40도쿄 컨퍼런스 정책발표(‘08.10.21～10.25), 2008 창원 람사르 총회 

정책발표(‘08.10.30) 등 국내․외에 서울시의 새로운 선진형 빗물관리정책을  

소개하여 서울시 창의시정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08.9.29에는 시청 서소문별관 13층 회의실(시 본청)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강당(자치구)에서  직원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08.11.18에는

SH공사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림 2-6-13> 빗물정책 홍보 등    

빗물 가두고 머금기 정책 언론보도 직원 교육실시 

5-4. 빗물 가두고 머금기 워크숍 개최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물 환경 도시 건설과 빗물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하는 빗물 가두고 

머금기 워크숍을 ‘08. 12. 16(화),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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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4> 빗물워크숍 개최

워크숍 개회사 서울시 정책 소개 

6. 향후 추진 방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빗물을 모아서 하천으로 

배수하는 기존 빗물정책을 그 지역 내에서 최대한 가두고 머금는 신개념 선진 

빗물정책으로 점차 전환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빗물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전시회와 빗물관리 워크숍을  개최하며, 공공사업 

추진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민간분야 사업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적극 권장도 계속 시행한다.  또한 권장시설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및 자치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물순환 

모범도시 서울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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