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모니터링단 양성[심화]과정
2020. 1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비전과 목표
교육· 전시· 체험을 통한 유역 환경 리더 발굴 및 육성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
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배경 및 목적
◦ 수자원은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는 인식과 상 · 하류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지자체와 주민, 유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실천하는 역동적인 유역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는 남한강(섬강) 수계 생태 환경 보전과 통합적 유역 관리를 위한 교
육 및 실천사업, 홍보를 통해 물에 대한 소중함과 생태환경의 이해 등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물 순환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모니터링단 양성과정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을 독려하고, 원주천의 주요 오염원 파악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작동
이 가능한 원주천 수질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 캠페인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의 물 수요 관리 및 물 사용 문화정착·
주민 인식 향상 및 공동체 중심 주민 주도형 모니터링과 수질 개선 실천방안 마련
◦ 원주지역 하천의 정체성 찾기를 기반으로 공동체 중심 주민 주도형 모니터링과 수질개선 실
천방안 마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하천 모니터링당 양성과정 [심화]
◦ 일시 : 2020년 6월 24일(수) ~ 6월 29일(월) - 14:00 ~ 16:00 (2시간)
◦ 장소 :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대강당 및 2층 프로그램실)
◦ 대상 : 2019년 하천 모니터링단 양성과정 이수자
◦ 접수 기간 : 2020년 6월 9일(화) ~ 6월 19일(금)
◦ 접수 및 문의 방법 : 전화 접수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033-748-7474)
◦ 문의 :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최슬기 사무간사

█ 프로그램 내용

◦ 주요 내용
-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 및 하천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
◦ 이수조건 : 교육시간 총 8강(480분) 가운데 80%이상 참여 교육생
◦ 강의 커리큘럼

시간 계획

프로그램

강사

하천 거버넌스

김남형

하천의 오염원 문제

김경준

오염원 정밀조사 방안 및 사례

신민환

하천 모니터링 방법

김경준

14:00~14:50
24일(수)
15:00~15:50
14:00~14:50
25일(목)
15:00~15:50
6월

14:00~14:50
27일(금)
15:00~15:50
14:00~14:50
29일(월)
15:00~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