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계물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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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1408)
시내버스 :	3, 4, 6, 13-1, 21, 21-1, 22, 27, 34-1, 35, 36, 41-1, 45, 64, 77, 103, 514, 514-1,
534
광역버스 :	1600번 연안여객터미널→제물포역→인천시청→합정역→신촌→서울역(파출소 앞)
1601번 용현동→제물포역→인천시청→부천시청→합정역→신촌→서울역(파출소 앞)
2400번 인천종합터미널→현대아파트→4공단→여의도환승센터→마포경찰서→종로1가→
종근당(충정로역)→공덕역→영등포시장역→부평시장입구
9100번 대우아파트(용현동)→인천시청 후문→서초역→강남역→양재시민의숲→석바위→
대우아파트(용현동)
※ 1400, 2400번은 인천종합터미널 하차 도보 10분
※ 1600, 1601, 9100번은 인천시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로 1정거장 “예술회관역” 6번
출구 이용 혹은 도보 20분
전
철 : 1호선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로 환승 후,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하차(6번,7번출구)
자 가 용 :	경인고속도로 :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 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
방면 우회전) → 구시민회관사거리(석바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 종합문화예술회관주차
장(우회전)
제2경인고속도로 : 남동IC → 남동경찰서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터미널
→ 중앙공원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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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프로그램

제24회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물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비고

등록
■개회사 :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이번 포럼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99년 한강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함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한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나, 지난 16년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 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수계기금 운영성과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상·하류간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한강수계기금의 발전적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자리를 함께 하시어 이번 포럼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에 미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00~14:30
[30′]

유 정 복

■환영사 : 인천대학교 남호기 부총장
■축 사 :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
| 사회 |

기념촬영
14:30~15:00
[30′]
15:00~15:30
[30′]

[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현황 및 운용시스템 분석
(최지용 교수, 서울대학교)
발
제

16:00~16:15
[15′]

휴식 및 장내정리
종
합
토
론

16:15~17:55
[100′]

및
질
의
응
답

17:55~18:00
[5′]

[2]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의 확대 방안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 인천발전연구원)
[3] 한강수계관리기금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편방향 및 전략
(조용모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15:30~16: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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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연 수질환경과장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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