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주최

201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국회정책토론회

“빗물은 자원이다 - 국회의 역할은?”

  빗물의 가치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를 

못할 경우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관리를 잘 할 경

우 기후변화대응, 홍수방지, 수자원확보 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

한 자원이 됩니다.

  2013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빗물학회

에서는 “세계 물의 해” 및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빗물은 자원이다”라는 관점에서 빗물관리에 대한 기존의 법률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안을 찾아내 물 산업을 키우며, 물 정책의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일시 : 2013년 3월 15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 주최 : 주승용 국토해양 위원장 

- 주관 : (사)빗물학회

- 후원 :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YTN, 한국경제신문, 대한토목학회, 대한

환경공학회, (사)빗물모아지구사랑, (사)빗물협회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빗물학회산업위원회

2. 프로그램 (전체사회 : 하승재 수석보좌관)

시  간 발표자 & 좌장 내     용

14:00~14:30

   <사전행사>
 1. 국민의례 & 내빈소개

 2. 환영사 : 주승용 위원장

 3. 축사 :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외

14:30~14:40
황성연PD

(하늘물고기미디어)
빗물의 가치 (SBS 물의 날 다큐 1~8회)

14:40~15:00
한무영 교수
(서울대학교)

모두가 행복한 물 관리

15:00~15:10 Coffee Break

15:10~16:30
이계안 대표

(빗물모아지구사랑)

   <토론회>
 1.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2. 발제자 & 빗물학회 산업위원회

 3. 기타 (시민단체, 지자체, 연구소)



3. 진행현황

3.1 축사 

   - 국회의장 (자료집 수록)

   - 국토해양위원장 (자료집 수록)

   - 여당국회의원 (자료집 수록)

   - 야당국회의원 (자료집 수록)

   - 빗물학회 회장 (자료집 수록)

   - 국토해양부 장관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3.2 내빈섭외

   - 대한토목학회 회장,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빗물협회 회장

   - Title sponsor 관계자

   - 지자체장 

3.3 토론회 참석자 (10명~12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안시권 국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 송재용 실장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윤용선 과장

  -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 (빗물학회 회장)

  - 하늘물고기미디어 황성연 PD

  - 서울시의회 류수철 의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연구위원

  - ㈔사람의 도시 연구소 이동환 소장

  -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주)예건 이근향 연구소장

  - (포스코건설)

  - (금오공과대학 이승환 교수)

3.4 홍보 & 취재

   - SBS 뉴스 취재 & SBS 물의 날 특집 다큐 (4월7일 예정)

   - 조선일보, 동아일보 취재 예정

   - YTN 취재 

   - 국회방송 (취재 예정)

   - 기타 홍보 & 취재 : 한국경제, 환경TV, 환경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