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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70~ 
’90년대 

1960년대 

고속성장의 시대 

• ‘70~’80년대 택지, 상가 등 집중 개발 

• 올림픽 개최를 통한 급속한 도시화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고속성장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1) 서울시 개발 역사 

경제개발도입 시대 환경공생의 시대 

2000년대 

• 한강, 청계천 등 하천의 자연성회복 

• 수변공간 확보, 녹지 비율 증가를 통
한 친환경적 성장 

•경제성장-공업화에 따른 제조업 등의 
2차산업 발달 

• 농촌 인구의 서울로 집중 

서울시 빗물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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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62 ‘72 ‘82 ‘92 ‘02 ‘10 

5,001.4 

9,911.5 

14,729.9 
18,121.2 16,978.0 17,472.8 

2,983,324 

6,076,143 
8,916,481 

10,969,862 10,280,523 10,575,447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2) 도시화의 주요요인 변화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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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주 차 장 공 장 부 지 대 지 

597 613 605 605 606 605 

47 
113 

241 265 286 289 

‘62 ‘72 ‘82 ‘92 ‘02 ‘10 

7.8% 18.4% 35.4% 43.8% 47.2% 47.8% 불투수율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서울시면적(㎢) 불투수면적(㎢) 

2010년 토지용도 

2) 도시화의 주요요인 변화 

불투면 변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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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1962년 2010년 2020년 

7.8% 

5,001명/㎢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3) 도시화율 변화 

48.4% 

16,348명/㎢ 

불투수율(%) 

인구밀도(명/㎢) 

도시화율(%) 

21.6% 

47.8% 

17,47명/㎢ 96.0% 93.5% 

1998년 
94.8 2010년 

96.0 

도시화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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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물순환 변화 

1962년 물순환 2002년 물순환 

398.7(41.7%) 증발산량 

지하수함양 

표면유출량 

평상시 하천유입량 

216.6(22.6%) 

97.4(10.2%) 

327.0(34.2%) 

240.7(25.2%) 

145.3(15.2%) 

460.9(48.2%) 

82.2(8.6%) 

서울시 1962년(도시화 이전) 서울시 2010년(도시화 이후)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자연물순환계 변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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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율 확대(’62년 7.8% → 2010년 47.8%) 

증발량 감소 지하수 함량 감소 유출량 증가 

시가지확대 및 고밀도화 

갈수기 평수기 풍수기 전체 

증발량(백만㎥/년) 지하수 함량(백만㎥/년) 

갈수기 평수기 풍수기 전체 

표면유출량(백만㎥/년) 

갈수기 평수기 풍수기 전체 

  

 42% 감소 
 지하수함량 

 67% 감소 

표면유출량 

 375% 증가 

 증발량 

물순환 요인 변화 02  

4) 자연물순환 변화 

 1.  서울시 도시화 변화 



 

 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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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와 물순환 

도시화로  
도시인구 증가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계 변화 

1. 도시 홍수피해 증가 2. 수자원 확보 어려움 

5. 하천 건천화 가중 6. 도시 열섬현상 심화 

4. 하천수질 악화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1)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및 환경 변화영향 

3. 생태계 열악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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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3.5배 증가 

‘81~’10 

9,983 
2,867 

서울시 홍수피해액 증가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강우집중도 커짐 

23.1 20.8 36.6 
73.5 

101.1 
126.9 

433.3 
391.2 

178.9 

42.5 36 
17.5 

0 

100 

200 

300 

400 

5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 

7,8월   → 
집중강우 

광화문일대 도로침수 청계천 수위 상승 

홍수기 표면유출량 증가에 따라 침수피해 대형화 

 1999~2008년 서울시 강우량변화 

 서울시의 주요 연도별 홍수피해 현황 

년도 
인명 
(명) 

이재민(명) 세대 
피해액 
(억원) 

비고 

1990 71 93,133 26242 184.2 대홍수 

1995 5 0 0 63.2   

1998 61 2,287 573 625.6 대홍수 

1999 3 1,823 456 130.7   

2001 139 465 94 714.5 대홍수 

2002 0 120 46 92.3   

2003 1 0 0 22.7   

2006 0 73 22 63   

2010 0 27,728  12,968 376.3  기습폭우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증가 01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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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 강우량의 월별 편차 증가  

○ 서울시 자체적인 물자립률(내부공급율) 계속 저하 

강우량 월별 발생량 차이 

“7~8월 집중강우” → 

←“월별 강수량 격차 큼”→ 

약 19배 차이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지하수  유출 

지하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  

23,853 

39,249 
47,266 

2,837 410 

(천㎥/년) 

내부공급량 113,615천㎥/년(9%) 

외부공급량 1,193,506천㎥/년(91%) 

1.8% 

3.0% 
3.6% 

0.2% 0.0% 

0 

500,000 

1,000,000 

1,500,000 

상수도급수 

사용   

전용공업용  한강본류 

(하천유지용수)  

1,115,462 

4,829 73,215 

85.3% 

0.4% 5.6% 

(천㎥/년) 

서울시 물자립률 변화 강우량 편차증가에 의한 물확보 어려움 02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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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수변식생의 침수피해  
[성동구 용답동] 

폭우 및 산사태로 인한 식생 풍도 피해(’11,7월) 
[서초구 방배동] 

폭우로 인한 가로수 피해(’11,7월) 
[마포구 아현동]  *자료 : 연합뉴스 

폭우 및 산사태로 인한 자연생태공원 피해(’11,7월) 
[서초구 우면동]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11 7월) 
[강서구 개화동] 

•  산림면적 감소로 인한 
   토양보전 및 함수기능 상실, 
   생물의 서식지 감소, 녹지 감소  

산림감소에 의한 자연성 상실 03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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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하천유출 
오염부하량 증가 

수질 악화 

물고기 폐사 한강 수질악화 

 연대별 하천 배출오염물질 평균농도 변화 

(BOD mg/L) 

(BOD mg/L) 

 도시 오염배출량 증가  04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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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 

중랑천 
왕숙천 

탄 천 

안양천 

홍제천 

5.0 

왕숙천 

7.8 

안양천 

6.6 

행주 4.5 
가양 3.4 

보광 2.9 

구의 2.0 

팔당 1.2 

탄천 

8.7 

중랑천 

8.0 

BOD(mg/l) 

• 지천의 오염물질 유입되어  

  한강하류 수질악화  

 봄철수질 
“매우나쁨” 으로 악화 

• 한강 가양지점 4월 최대 7.6㎎/L 증가 

• 탄천 4월 최대 32.3㎎/L 증가 

• 중랑천 하류 5월 최대 14.9㎎/L 증가 

• 안양천 하류 4월 최대 17.2㎎/L 증가 

 하천 수질오염 가중 05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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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매우열악 

잉어 

수질 “나쁨(8.8㎎/L)” 
수생태계 “매우나쁨” 

떡붕어 

수질 “매우나쁨(23.6㎎/L)” 
수생태계 “매우나쁨” 

수질 “보통(3.3㎎/L)” 
수생태계 “좋음” 

버들치 

수질 “매우나쁨(13.7㎎/L)” 
수생태계 “매우나쁨” 

붕어 

 하천 수생태계 열악 06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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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천㎥/일 
193천㎥/일 

’62~71년 
’95~04년 

갈수기 일평균 하천유출량 변화 

182천㎥/일 줄어듬 
(51% 감소) 

하천유량 변화 

불투수율(%) 

7.8% 

16.7% 

47.1% 

31.5% 

1962년 

2002년 

14.8%  
감소 

지하수 유출(%) 

39.3%  
증가 

• 불투수면 증가로  
 청천시 하천의 건천화 

청천시 하천건천화 
 하천 건천화 가중  07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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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대아 일수의 공간적분포(2010년)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건조, 열환경이 악화되어  
   열대야 일수 증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4.3일 4.6일 

9.5일 

7.8일 

서울시 연대별 평균 열대아 일수 

2.1배 증가 

 도시 건조화 및 열섬현상 심화  08  

2) 도시환경 문제 및 영향 

 2.  도시화의 물순환 변화 및 환경 영향 



 

 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목표 및 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 

 

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1) 서울시 물순환관리 목표 

빗물관리 
대책량 

빗물관리 
시설설치 
효과 

시설 
설치계획 

빗물관리대책량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 

목표년도 빗물이용대책량 

빗물침투대책량 

 자연계 
물순환  
회복 

1960년대 
물순환 회복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기저유량
감소 

지하수 
감소 

증발량 
감소 

 서울시 물순환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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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물순환 관리 정책 및 사업 

 서울시의 물순환회복 위한 정책 및 사업  

•빗물이용시설 
현재 총 214개소 설치 / 시설용량  59,216㎥  
공동주택 에 62%, 시설용량 39,968 ㎥으로 가장 많음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침수방지를 위한 16개소에 95,000㎥ 설치 
주로 계곡수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도로 청소용수 이용 

침투통 237개, 침투트렌치 5.3㎞, 침투측구24.2㎞,  
투수성포장 590,307㎡ 설치 
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보도포장, 학교및건축물 등 설치 
 

침투트렌치와 
침투통 

보도 띠녹지 

• 서울시, 2005년 빗물관리 조례 제정 [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빗물관리 기본계획’,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빗물관리 목표는 도시 고도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계 물순환으로 회복“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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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인센티브, 빗물관리 설치비 지원 

• 공공시설, 뉴타운 등 건설시 설치 추진 

주자창내 빗물저류 투수성포장 

주택내 빗물이용 빗물침투저류 

빗물정원 

신규단지저영향개발 
• 침투통,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의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권장 

3) 물순환회복 대책 

 빗물관리시설 설치   01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빗물침투대책량 :독립강우1회당 5.51 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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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화 억제 녹지 보전계획 자연지반 유출량 유지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개발시 자연지표면 유출량 유
지 의무화 

•도시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
시 표층토 보전 우선 

•곡호, 언선, 수로의 녹화를 통
한 녹지 보전 노력 

 표토층 보전 및 도시지표면 자연상태의 유출량 유지   02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3) 물순환회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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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복원으로 자연형 하천조성 
  로 시민들 친수공간 제공 

• 산과 하천 및 녹지 연결 

• 녹지화 및 지표면,기온 조절 

• 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투수성 포장 
  등 도시내 증발산 면적 30% 이상 확보 투수포장 투수구덩이 

빗물이용시설 지붕녹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블루·그린네트워크 형성 
녹지공간 조성으로  

지하수 교류 

 하천의 자연성 복원 및 지역 생태축 연결   03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증발산 면적 확대     04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3) 물순환회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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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물순환회복 정책  

불 투 수 면 적 大 

빗
물
의 

표
면 

유
출 

大 

小 

자연상태 

도시화 

빗물관리시설  설치 

토지변화 억제 

물순환 정책 방향  

독립강우 1회당 8.49㎜  
도시 빗물관리 

저류시설 설치 

증발산면적 확보 

지역 자연성 회복 

 3.  서울시 물순환회복 대책 



끝,  감사합니다 

 

 도시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