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gram Book

30 November 2021 Ⅰ EXCO, Daegu, Korea





Program Book

30 Nov. 2021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 대구 엑스코 325호

주              최 | 대구광역시

참가도시/기관 | 10개국 11개 도시, 4개 기관 

대구(한국), 오렌지카운티(미국), 몽펠리에(프랑스), 이싱·샤오싱(중국), 방콕(태국), 쿠마모토(일본), 

미켈리(핀란드), 보고타(콜롬비아), 젤룸(파키스탄), 레이와르덴(네덜란드), 아쿠아밸리, 유네스코, 

세계물위원회, 국제수자원학회

참  가  대  상 | 물 산업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        요

프 로 그 램

시간 프로그램

16:00~16:10 (10’)

오프닝 영상

개회 및 행사(참석자) 소개

환영사 (대구광역시장)

16:10~16:25 (15’)
기조연설Ⅰ – 물의 미래: 위기와 기회

(Mr. Loïc Fauchon, 회장, 세계물위원회)

16:25~16:40 (15’)
기조연설Ⅱ -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니셔티브 추진

(Mr. Gabriel Eckstein, 회장, 국제수자원학회)

16:40~16:50 (10’) 대구市-미켈리市 물 산업 협력 MOU 체결

16:50~16:55 (5’) ‘IWA 차세대 물 액션’ 대구챌린지 우승팀 발표

16:55~17:00 (5’) ‘20년 포럼 성과 발표 (방콕시)

17:00~17:05 (5’) 기념촬영

17:05~17:15 (10’) 휴 식

<세션 1> 핀란드 미켈리시 물 문제 발표 및 토론

17:15~18:05 (50’)

워터 챌린지 Ⅰ

미켈리 - 물 분야 청년 전문 인력 교육 및 채용

해결방안 제안 발표

① 오렌지카운티 ② 방콕 ③ 구마모토 ④ 이싱 ➄ 대구

[패널 토론]

- 토론 및 실행방안 공유

- 해결방안 1위 선정 및 시상

18:05~18:15 (10’) 휴 식

<세션 2> 중국 샤오싱시 물 문제 발표 및 토론

18:15~18:58 (43’)

워터 챌린지 Ⅱ

샤오싱 - 도시화에 따른 하천생태 관리 및 복원

해결방안 제안 발표

① 보고타 ② 유네스코 ③ 젤룸 ④ 몽펠리에 ➄ 대구

[패널 토론]

- 토론 및 실행방안 공유

- 해결방안 1위 선정 및 시상

18:58~19:00 (2’) 마무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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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Nov. 30(Tue), 2021

Venue | #325, EXCO, Daegu, Republic of Korea

Host | Daegu Metropolitan City

In vited Cities / Organizations | 11 Cities in 10 Countries and 4 Organizations 

Daegu(Korea), Bangkok(Thailand), Bogota(Colombia), Jhelum(Pakistan), Kumamoto(Japan), 

Leeuwarden(Netherlands), Mikkeli(Finland), Montpellier(France), Orange County(USA), Shaoxing(China), 

Yixing(China),  Aqua-Valley, UNESCO, World Water Council,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IWRA)

Participants | Government Officials, Water Specialists and Academics

Overview

Program

Time Program

16:00~16:10 (10’)

Opening Video

Introducing Attendees

Opening Remarks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16:10~16:25 (15’)
Keynote SpeechⅠ– The Future of Water : Opportunities and Risks 

(Mr. Loïc Fauchon, President, World Water Council)

16:25~16:40 (15’)

Keynote SpeechⅡ-   Bridging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through networks and initiatives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Mr. Gabriel Eckstein, President,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16:40~16:50 (10’) Daegu-Mikkeli MOU Signing

16:50~16:55 (5’) Winning Speech from Daegu Challenge Winning Team

16:55~17:00 (5’) Feedback from WWCF 2020 Selected Water Challenge Cities(Bangkok)

17:00~17:05 (5’) Group Photo

17:05~17:15 (10’) Break

<Session 1>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Mikkeli’s Water Challenge 

17:15~18:05 (50’)

Presentation of Water Challenge I

Mikkeli - Educating and recruiting young professionals in the water sector

Solutions to the Water Challenge I

① Orange County ② Bangkok ③ Kumamoto ④ Yixing ➄ Daegu

[Panel Discussion]

- Discussion on Solu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 Vote for Top 1 Solution Award

18:05~18:15 (10’) Break

<Session 2>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Shaoxing’s Water Challenge

18:15~18:58 (43’)

Presentation of Water Challenge II

Shaoxing -   Seeking comprehensive and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plain river ecology

Solutions to the Water Challenge II

① Bogota ② UNESCO ③ Jhelum ④ Montpellier ➄ Daegu

[Panel Discussion]

- Discussion on Solu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 Vote for Top 1 Solution Award

18:58~19:00 (2’)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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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세계물도시포럼(WWCF)2021」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와 

같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되지만, 동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더 특별하고 성공적인 포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양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누구나 차별없이 향유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구시도 

해외 물산업 선진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 간 물과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세계물도시포럼을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회째를 맞이하는 ‘세계물도시포럼(WWCF)’은 핀란드 미켈리시와 중국 

샤오싱시가 겪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포럼을 통해 각 도시가 물 문제 극복 과정에서 쌓은 우수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참여 도시 간의 물산업 발전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는 페놀사태 등 과거 산업화로 발생한 수질 오염과 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물관리 시스템을 갖춘 ‘물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산업 

연구개발, 인·검증, 판로개척 등 물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안전하고 혁신적인 물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물 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각 도시의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9월 「세계물도시포럼(WWCF)2022」에서는 화상이 아닌 대면으로 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환 영 사 세계물도시포럼 2021 시장님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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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everyone! I'm Kwon Young-Jin,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It is very meaningful to host the World Water Cities Forum 2021 (WWCF 2021) with 
distinguished city representatives and water experts from both home and abroad. 
Just like the last year, this year's forum will be held on a hybrid platform due to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However,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is year’s forum 
to be that much more special and productive as it is being held in parallel with IWRA’
s 17th World Water Congress, which is held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Thales of Miletus, the father of Western philosophy, once stated “Water is the first 
principle of everything and all things are from water and all things are resolved into 
water.” As properly reflected in this thought-provoking quote, having access to clean 
water is a basic human right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enjoy without any kinds 
of discrimination; however, in recent times, mankind has been facing a water crisis, 
or perhaps more precisely a crisis of life, more than ever before from floods and 
droughts all triggered by climate change. In response, all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provide safe and clean water, and in this context, 
Daegu Metropolitan City has annually hosted the World Water Cities Forum since 
2015 to share water-related issues of developing cities with advanced water industry 
cities abroad while exploring cooperative measures to be taken. 

The 7th WWCF 2021 aims to discuss practical solutions to addressing the water 
challenges of Shaoxing, China and Mikkeli, Finland respectively. I sincerely hope that 
the forum will offer us an opportunity to share information on the best practices that 
have been learned from the process of overcoming each city’s water issues as well as 
on recent trends, thereby serving as a stepping stone for maximizing the development 
of water industries for all participants. 

Daegu Metropolitan City, having successfully overcome the water pollution and crisis 
from industrialization in the past as well as an unfortunate phenol incident, is rapidly 
rising as a water city with its superb water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ter Cluster (KWC) and the Korean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KIWATEC), we have been taking vital steps to set 
up a one-stop corporate support system for water companies that will facilitate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ertification/verification processes, market opening 
strategies, etc. Thus, I am confident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safe and innovative 
water-related technologies, we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ddressing global water problems in a concerted manner.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e city representatives 
and water experts from both home and abroad for gracing the WWCF 2021 with your 
presence. I hope to see you all again on site face-to-face in Daegu next September at the 
WWCF 2022.

Thank you.

                                                                       November 30, 2021
                                                                       Kwon Young-Jin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Welcome
Message Opening Remarks for the World Water Cities Foru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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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ater Council (Keynote Speaker)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Keynote Speaker)

참석도시 및 기관 소개
Introduction of Cities & Institutions for WWCF 2021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국제 조직이자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의 공동 주최 기관으로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물 안보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고위급 책임자의 의사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부문에서 주요 물 문제 대응 조치를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다. 세계물위원회는 물 안보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등 안건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The World Water Council (WWC) is an international multi-stakeholder platform organization, co-organizer of the World 

Water Forum, whose mission is to mobilize action on critical water issue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highest decision-

making level, by engaging people in debate and challenging conventional thinking on water security. The Council 

focuses on the political dimensions of water securit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  국제수자원학회(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는 1971년에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국제 협회로, 전 세계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를 논의하는 글로벌 지식·연구 포럼을 과학·정책 부문에 제공한다.

•  1973년부터 국제수자원학회는 평균적으로 3년마다 여러 지역에서 세계물총회(World Water Congress)를 개최해 왔다. 

세계물총회는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 세계 수자원 과학 분야에서 도출한 새로운 지식, 연구 결과, 

진보 사항을 발표하는 만남의 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차 총회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국 

대구에서 개최된다.

•  IWRA is a non-profit,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member based Association established in 1971. It provides a 

global, knowledge and research based forum working at the interface of science and policy for the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the world’s water resources.

•  Since 1973, IWRA has held a World Water Congress on average every three years in various locations around the world. 

The objective of the World Water Congress is to provide a meeting place to share experiences, promote discussion, 

and to present new knowledge, research results and new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water sciences around the 

world. The XVII Congress is being held in Daegu, Korea, 29 November to 3 December, 2021.

세계물위원회

회장

로익 포숑

World Water Council

Director

Loïc Fauchon

•  1991~2019년 마르세유 상수도 회사 대표 

CEO, Water Supply Company of Marseille 

• 세계물위원회 회장 (현) 

Director, World Water Council

국제수자원학회

회장

가브리엘 엑스타인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Director

Gabriel Eckstein

•  인도 사이대학교 지도교수 (현) 

Academic Advisor, School of Law, Sai University

•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 (현)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Texas A&M 

Un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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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kok 

Bogota

•  약 6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차오프라야 강이 있다. 용수량은 약 

1,568.7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며 남쪽으로 흘러 사뭇쁘라깐 주를 관통하고 타이만으로 유입된다.

•  태국 방콕 상수도관리청(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이하 MWA)은 방콕, 논타부리 및 사뭇쁘라깐 주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차오프라야 강은 MWA가 공급하는 상수원 중 일부이며, 

원수는 타이만에서 96킬로미터 떨어진 쌈레의 취수지에 위치하고 있다.

•  The capital of Thailand with the population of around 6 million people. Occupies 1,568.7 square kilometers in the Chao 

Phraya River delta in central Thailand. The river meanders through the city in the southerly direction at Samut Prakan 

province, emptying into the Gulf of Thailand.

•  The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MWA)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lean and safe water supply to the people in 

Bangkok, Nonthaburi and Samut Prakan provinces. The MWA’s raw water comes from the Chao Phraya river to be one of 

its sources. Its raw water intake is located in Samlae sub-district, which is 96 kilometers away from the Gulf of Thailand.

• 콜롬비아 공화국 수도인 보고타(Bogotá)시는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고원인 사바나 데 보고타(Sabana de 

Bogotá) 동부의 해발 2,600m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고도 때문에 보고타시는 추운 산악 기후를 보인다. 평균 기온은 14℃이며, 건기와 우기가 일년 내내 번갈아 나타난다. 이러한 

기후 특징은 태평양 분지에서의 기후 변화 영향, 특히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에 기인한다.

• Bogotá, capital of the Republic of Colombia, is located in the geographic center of the national territory at 2,600 meters 

above sea level, on the eastern edge of the Sabana de Bogotá, which is the highest plateau in the Colombian Andes.

• Due to its altitude, Bogotá has a cold mountain climate. The region has an average temperature of 14℃. The dry and 

wet seasons alternate throughout the year. The regularity of these conditions in diverse due to the effect of the climatic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cific Basin, especially due to the phenomena called El Niño and La Niña.

태국 방콕

수자원환경국장

솜삭 파사나논

Metropolitan Waterwroks Authority (MWA)

Director

Somsak Passananon

• 방콕시 상수도관리청 수자원 환경국장 

Director,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 

Development

• 방콕시 상수도 관리청 9급 전문가 (현) 

MWA Expert Level 9

콜롬비아 보고타

상하수도공사 총괄

알바로 에르네스토 나르바에스 푸엔데스

Bogota 

Corporate Planning and Control Manager

Alvaro Ernesto Narvaez Fuentes

• 2016~2017년 식수 및 기초 위생 차관 고문 

Advisor, the Vice 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 보고타 상하수도공사 총괄 (현) 

Corporate Planning and Contro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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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lum

Kumamoto

•  젤룸(Jhelum)시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지방 북부에 속하는 젤룸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젤룸시는 고대 알렉산더 

시대부터 영국 식민 시대에 이르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젤룸시 주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도로인 그랜드 트렁크 로드(Grand Trunk Road, 구 '사락-이-셰르 샤(Sarak-e-Sher Shah)')가 펼쳐져 있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는 2,500년 이상에 걸쳐 중앙 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오랜 역사와 많은 인구를 특징으로 하는 젤룸시는 현재 물 부족, 폐수 관리,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염분화, 인구 증가, 산업 

오염, 기후 변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  Jhelum is located in Jhelum District falling in Northern part of Punjab province, Pakistan. Jhelum city has historic importance 

since ancient time of Alexander till British raj. It is surrounded by the Grand Trunk Road formerly known as, Sarak-e-Sher Shah 

is one of Asia’s oldest and longest major roads. For at least 2,500 years it has linked Central Asia to the Indian subcontinent.

•  Being an old and populous city, Jhelum is also facing challenges of water scarcity, wastewater management, 

groundwater salinity triggered by urbanization, increased population, industrial polution and climatic variability.

• 일본 열도의 서남부에 있는 “큐슈”라는 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 쿠마모토는 매우 풍부한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 74만 명을 위한 식수는 모두 이 천연 샘물에서 공급된다. 주민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풍부한 지하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4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Asia-Pacific Water Surmmit)가 2022년 4월 22일과 23일간 구마모토시에서 개최된다.

• Kumamoto City is located in the centre of the islan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Japanese archipelago called, “Kyushu”. 

• Kumamoto City is blessed with rich groundwater, and all the drinking water for our population of 740,000 is supplied with 

this natural spring water. It is a rare and unique case among Japanese cities with more than 500,000 residents that we are 

able to cover all of our water supply needs with groundwater.

• The 4th Asia-Pacific Water Surmmit will be hosted in Kumamoto City on April 22nd and 23rd of 2022. 

파키스탄 젤룸

수자원연구 위원장

모하메드 아슈라프

Jhelum

Chairman

Muhammad Ashraf

•  2011~2014년 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 프로젝트 

총괄 코디네이터 

Water Engineer/Expert,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

•  2014년 젤룸 수자원연구 위원장 (현) 

Chairman, Pakistan Council of Research in Water 

Resources (PCRWR)

일본 쿠마모토

물보전과 국장

나가타 츠토무 

Kumamoto

Director

Nagata Tsutomu 

• 환경국 상임이사 (현) 

Senior Councillor, Environment Bureau

• 물보전국장 (현)  

Director, Water Conservation Section

8

세계 물도시 포럼 2021



Leeuwarden

Mikkeli

•  레이와르덴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레이와르덴은 워터캠퍼스 레이와르덴을 

운영하며 지역과 국제 그리고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워터캠퍼스 레이와르덴은 네덜란드 물 기술 허브 센터로, 기타 유럽 지역의 물 분야 전문가 및 커뮤니티와도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물 산업 관련 지식과 인재를 확보하고 창업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Our city is working on the water topic for more than a decade. WaterCampus Leeuwarden is one of the outcomes of 

this process.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solving both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water issues.

•  WaterCampus Leeuwarden is the meeting point of the Dutch water technology sector and has the ambition to play a 

connecting role for this sector for the rest of Europe as well. 

-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ed and encouraged by WaterCampus Leeuwarden leads to knowledge, talent and 

entrepreneurship that contribute to solutions for global water problems.

• 미켈리(Mikkeli)시는 핀란드 동부, 구체적으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 사이마(Saimaa) 호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 미켈리시는 20세기 초에 산업화를 거쳤다. 1960년경 최초의 폐수 처리 시설이 가동을 시작할 당시 현지 수질과 자연 경관은 

훼손된 상태였다. 다행히 1960년대 이후에는 수질과 자연 경관이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신설 막생물반응기 폐수 처리 시설이 시운전을 수행함에 따라 개선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 

환경, 농업, 생활 활동, 도시 유출수, 배수 구역 유출물 등이 사이마 호수 환경을 해치고 있다.

• Mikkeli is a city located in eastern Finland, on the shores of the fourth largest lake in Europe, Lake Saimaa. 

• City of Mikkeli industrialized in beginning of 20th century. Coming to 1960s when the first WWT plant started operating, 

the water quality and state of the natural environments was compromised. Since 1960s the water quality and the state if 

the natural environments has slowly, but continuously improved.

• Commissioning the new MBR WWT plant reinforces this positive development. Still built environment, agriculture, human 

activities, urban runoffs and effluents to the drainage basin affect delicate Lake Saimaa.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부시장

아벨 라이트마

Leeuwarden

Vice Mayor

Abel Reitsma

• Heit & Mem 칼럼니스트 (현) 

Columnist, Heit & Mem

• 레이와르덴 부시장 (현) 

Vice Mayor, Leeuwarden

핀란드 미켈리 

부시장

요우니 리헬라

Mikkeli

Vice Mayor

Jouni Riihela

• 핀란드도로관리공사 대표 (1996 ~ 2011) 

Director, Destia

• 미켈리 부시장 (2012~) 

Vice Mayor, Mikk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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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pellier

Orange County

•  몽펠리에는 31개 지방 자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47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 중인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시는 프랑스 전역에서 시행되는 지방 자치 구역, 도시 및 교외 지역 재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몽펠리에 메디테라네 메트로폴시는 수자원을 균형적으로 관리하고자 포괄적인 전략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식수·원수 공급에서 홍수 조절과 폐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물 순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 With 31 municipalities and more than 470,000 inhabitants,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participates in the vast 

movement of municipal, urban and peri-urban regrouping, committed throughout France.

•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is developing a comprehensive and ambitious strategy for balance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ts field of action covers almost the entire water cycle: from the supply of drinking water and raw 

water to wastewater treatment, including flood control.

• 오렌지카운티 수도관리국은 물 공급 개발의 적절한 투자, 물 사용의 효율성, 공공 정보, 입법 옹호, 물 교육 및 비상 대비에 

초점을 맞춘 대량의 수자원 공급자 및 자원계획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렌지카운티는 1951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28개 소매 상수도 기관을 통해 230만명이 넘는 오렌지카운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The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MWDOC) is a wholesale water supplier and resource planning agency 

whose efforts focus on sound planning and appropriate investments in water supply development, water use efficiency, 

public information, legislative advocacy, water educa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 Established in 1951, MWDOC now serves over 2.3 million Orange County residents through 28 retail water agencies. 

MWDOC’s service area covers all of Orange County with the exception of the cities of Anaheim, Fullerton and Santa 

Ana.

프랑스 몽펠리에

수자원관리실장

데미안 귀로디

Montpellier

Head of Asset Management Unit 

Water and Sanitation Department

Damien Guiraudie

• 2012~2020년 루넬시 환경 지속 가능 개발 관리자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r, City of LUNEL (Department of Herault)

• 몽펠리에 수도위생국 수자원관리실장 (현) 

Head of Asset Management Unit, Water and 

Sanitation Department

미국 오렌지카운티

수도관리국장

메간 유 슈나이더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MWDOC)

Division 7 Director

Megan Yoo Schneider

• 오렌지카운티 7구 국장 (현) 

Division 7 Director,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 Accenture社 고객 관리 총책 수석 관리자 (현) 

Accenture Client Account Leadership Seni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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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oxing

Yixing

•  샤오싱은 아열대 몬순기후로 인하여 사계절이 뚜렷하며, 기후는 온화하고 습하며, 일조량이 풍부하다. 연평균 기온은 

17.5도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921mm이다.

• 주로 평야와 구릉지로 이루어져있고, 국경 인근에는 차오 강, 푸양 강, 동 저장 운하 등의 강과 호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다. 30개 이상의 큰 호수가 지역을 덮고 있어 샤오싱은 중국 남부의 전형적인 물 도시라 불린다.

• The subtropical monsoon climate brings Shaoxing four distinct seasons, humid and mild climate as well as abundant 

sunshine. The city has an average annual temperature of 17.5 degrees centigrade and an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of 

1921mm. 

• Plains and hilly lands are Shaoxing's main geographic features. Within its borders, there veins an extensive network 

of rivers and lakes, including Cao'e River, Puyang River and East Zhejiang Canal. With over 30 large lakes covering the 

landscape, Shaoxing is typical of a water city in Southern China.

• 중국의 이싱(Yixing)시는 장쑤성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며 급속한 경제 개발을 이룩한 양쯔강 삼각지(Yangtze Delta Area) 내 

지역 중 하나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상업 번영도 누리고 있다.

• 중국 내 친환경 산업의 요람으로 알려진 이싱시에는 다양한 수자원 관리 장비 생산시설과 더불어 R&D, 디자인, 제조, 

엔지니어링 및 각종 서비스 등이 융/복합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약 2,000여 개의 관련 사업체가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 YiXing is located in the south of Jiang Su province. As one of the fastest economic development regions in the economic 

circle of Yangtze Delta Area, Yixing is enjoying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with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sperity. 

• Known as the Hometow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quipment Base, with more 

than 2000 related enterprises, Yixing has become an important base featuring water treatment equipment production 

with 200 series and over 2000 related products, forming a complete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System 

integrated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ing,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services. 

중국 샤오싱 

부시장

첸 데홍 

Shaoxing

Vice Mayor

Chen Dehong

• 샤오싱 부시장 (현) 

Present: Vice Mayor of Shaoxing

중국 이싱

환경기술혁신센터장

트레버 데이비드 화이트

Yixing

CEO

Trevor David Waite

•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교수 (현) 

Scientia Professor,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장쑤 UNSW 환경기술혁신센터 대표 (현) 

CEO, JUANGSU UNSW CTET (YIX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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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Valley

UNESCO

•  2010년도에 설립된 아쿠아밸리는 프랑스의 물산업 경쟁력 클러스터이며 중앙, 지방 정부 펀딩으로 회원사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프랑스 남부지역의 물산업 분야의 연구센터와 교육기관, 물기업을 집적화하여 R&D지원, 물기술 수출, 해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둔다.

•  Founded in 2010, Aqua Valley is the water cluster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France. It performs member’s R&D 

project with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unding of research.

•  The goal is to provide R&D support, export of water technology and strengthen overseas competitiveness by 

converging research cente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in the field of the water industry in southern 

France.

•  현재 유네스코는 물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점과 평화와 지속 가능 개발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 세계 공동체의 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물 순환을 비롯해 지표수·지하수·도시 물의 분포 및 특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인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수문학의 연구, 홍보 및 체계적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다.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담당 유네스코 베이징 클러스터 사무소가 기초 물 문제 해결에 계속하여 기여하는 현장 

사무소로 활동 중에 있다.

• UNESCO believes water is fundamental for life and ensuring water security for communities worldwide is essential to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water cycle,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surface and groundwater, of urban water all contribute to the wise management of freshwater for a healthy 

environment and to respond to human needs.

• That is why UNESCO initiated the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and others to facilitate the 

research, promotion and wise management of hydrology.

• UNESCO Beijing Cluster Office for China, Japan,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field office, continues its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water-related issues.

아쿠아밸리

국제협력 총괄

에밀리 필롤

Aqua Valley

International Project

Manager

Emilie Fillol

• 아쿠아밸리 국제협력 총괄(현) 

International Project Manager, Aqua Valley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장

샤바즈 칸

UNESCO

Director

Beijing Office 

Shahbaz Khan

• 2015~2021년 유네스코 아태지역 총괄 대표 

Director, UNESCO Regional Science Bureau Asia 

and the Pacific, Jakarta, Indonesia 

•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장 (현) 

Director, UNESCO Beij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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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ïc Fauchon
World Water Council

President

Gabriel Eckstein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IWRA)
President

로익포숑

세계물위원회

회장

가브리엘 엑스타인

국제수자원학회

회장

물의 미래: 기회와 위험
The Future of Water: Opportunities and Risks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니셔티브 추진
Bridging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through networks and 

initiatives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cities

Keynote Speech Ⅰ

Keynote Speech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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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Technical University – SludgeX

‘IWA 차세대 물 액션’ 대구챌린지 우승팀 발표
Winning Speech from Daegu Challenge Winning Team

• 저희 팀은 코펜하겐 대도시권(Copenhagen Metropolitan Area) 덴마크 기술 대학(Denmark Technical University)에서 싹을 

틔운 후 X-테크 기업가 정신(X-Tech Entrepreneurship) 과정을 통해 뚜렷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저희 팀은 한국 대구에서 

얻은 임무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 대구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폐수 처리 시설에서 안고 있는 슬러지 관리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저희 팀으로 하여금 다른 국제 팀과 함께 '차세대 수자원 계획(Next Generation Water Action)'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도 부탁했다.

• 적절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덴마크 소재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했다. 이 회사는 저희 팀의 

솔루션을 전 세계 폐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한층 더 개량하는 데 필요한 슬러지X(SludgeX) 관련 구조, 

자원 및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Our story began at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in the Copenhagen Metropolitan Area, where our team was forged 

within the X-Tech Entrepreneurship course. Our challenge came from Daegu, South Korea.

• The Daegu Environmental Corporation provided us with a problem concerning the efficiency of the sludge management at 

their biogas-produc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asked us along with other teams around the world participating 

in the Next Generation Water Action initiative to find a solution.

• During the process of coming up with a solution, a line of communication was created with a Danish-based company that 

could provide SludgeX the structure, resources, and knowledge necessary to help develop our solution into a commercially 

viable upgrade for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round the world.

덴마크공과대학교, 슬러지X

팀 리더

베니 닐슨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Sludge X 

Team leader

Benny Nielsen

• 2019~2020년 유씨버클리 IT 고객서비스 프로젝트 

기술 컨설턴트 

Project Tech Consultant, IT Client Services, UC 

Berkeley

• 2019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Grid Modernization 인턴 

Intern, Grid Modernization, Southern California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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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포럼 성과 발표 
Feedback from Selected Water Challenge City, Bangkok

Tool & Methods to Increase the Saltwater Solution Efficiency in Water

상수도 염수 침투 문제

Bangkok

태국 방콕

상수도관리청

수자원환경국장

솜삭 파사나논

Bangkok, Thailand

MWA Expert Level 9,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 Development, MWA

Somsak Passan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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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hallenge Session I : Mikkeli 

핀란드 미켈리시 물 문제

▶   Solutions to the Water Challenge I 

핀란드 미켈리시 물 문제 해결방안

• Educating and Recruiting Young Professionals in the Water Sector 
물 분야 청년 전문 인력 교육 및 채용

미국, 오렌지카운티

수도관리국장

메간 유 슈나이더

USA, Orange County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Division 7, Director

Megan Yoo Schneider

핀란드, 미켈리

물산업지원기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파누 요흐끼모

Finland, Mikkeli

Miksei Mikkeli

Programme Coordinator

Panu Jouhkimo

태국, 방콕

상수도관리청

사업지원본부장

키티 스리프무뮨

Thailand, Bangkok

Business Support Services Management Division, MWA

Director

Kitti Sriprommunee

오렌지 카운티, 미국

수도관리국장
메간 유 슈나이더

Orange County, USA

Director, Division 7,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Megan Yoo Schneider

일본, 구마모토

물보전국장

츠토무 나가타

Japan, Kumamoto

Water Conservation Section

Director

Nagata Tsutomu

중국, 이싱

장쑤 UNSW 환경기술혁신센터

센터장

트레버 데이비드 화이트

China, Yixing

JIANGSU UNSW CTET (YIXING) CO., LTD.

CEO

Trevor David Waite

대한민국, 대구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진영

Korea, Daegu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Jin Young Jung

물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안
Water Challenges and Solutions Suggestions

16

세계 물도시 포럼 2021



Water Challenge Session II : Shaoxing

중국 샤오싱시 물 문제

▶   Solutions to the Water Challenge II  

중국 샤오싱시 물 문제 해결방안

• Seeking Comprehensive and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Plain River Ecology 
도시화에 따른 하천상태 관리 및 복원 

파키스탄, 젤룸

수도관리국장

나비드 이크발 곤달

Pakistan, Jhelum

Pakistan Council of Research on Water Resources

Director

Nabeed Iqbal Gondal

중국, 샤오싱

부시장

첸 대홍

China, Shaoxing

Vice Mayor

Chen Dehong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사무소장

샤바즈 칸

UNESCO

UNESCO Beijing Office 

Director

Shahbaz Khan

콜롬비아, 보고타
상하수도위생공사
상하수도공사 총괄
알바로 에르네스토 
나르바에스 푸엔테스

Colombia, Bogota
Aqueduct and Sewerage Company of Bogota. EAAB-E.S.P.
Corpoerate Planning and Control Manager
Alvaro Ernesto Narvaez Fuentes

프랑스, 몽펠리에

수도위생국 수자원관리실장

데미안 귀로디

France, Montpellier

Montpellier Metropole

Head of Asset Management Unit Water and Sanitation Department

Damien Guiraudie

대한민국, 대구

영남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장갑수

Korea, Daegu

Life Sciences Department,

Yeungnam University Prefessor

Gab Sue Jang

물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안
Water Challenges and Solution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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