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9 TIP Platform 세션 안내
9.4(수)
일시
세션명 SDGs 달성을 위한 물 안보 증진
장소 13:30-15:30
322B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중점
주관 유네스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물
국제수자원학회
분야
기후변화,
도시화,있다.자연재해
등에 대한
당면한논의가
세계 복잡하고
모든 지역에서
물문제는물문제를
점점 더다루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물
안보에
상호
연결된
지속
가능성,
개발 및수질
인간정보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수이번
있다.세션을
물안보의
중요성과
및
접근방식의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통해
물 안보 하에
있는폭일련의
이슈들에
대한사례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
현공유하는
이슈를 파악,
이해당사자간의
논의의
확장,
지역
사회의
도입,
다양한
관점을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세션
에서는
물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기술,
경제,
환경,
지배구조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
볼 예정이다.
또한
이는 물안보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건강과
복지,
깨끗한
물과
위생,
기후
행동,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을
포함한
다중의 우선적인 개발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향을
세션은
물안보의
중요성
및 해결하기
지속가능한위한개발목표
제시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미치는
복잡한
물
문제를
실용적인
접근법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
경제,
환경의
다양한
맥락에서
물안보
관련
접근법을
적용하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물안보 개념과
물안보와관점을
관련된파악,
사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고
물안보와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대한
다양한
물
분야
외의
의사
결정자와
행위자의
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물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자 한다.
Time
13:30-13:35
(5’)
13:35-13:55
(20’)
13:55-14:05
(10’)
14:05-14:20
(15’)
14:20-14:35
(15’)
14:35-14:50
(15’)
14:50-15:05
(15’)
15:05-15:25
(20’)
15:25-15:30
(5’)

Contents

OPENING STATEMENT
KEYNOTE SPEECH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Water Security Perspective
(OVERVIEW) Presentation1: Global Water
Security Issues: Water Securi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RODUCTION) Presentation2: Water
Security with a Dynamic Multidisciplinary
Vision
(ENVIRONMENT) Presentation 3:
Strategies for Sustainable Water
Security: Diversification, Decentralization,
and Integration
(ENVIRONMENT) Presentation 4:
Integrated Climate Action in the
Context of Water-land Nexus:
Centrifugal Force Vs. Centripetal Force
(GOVERNANCE) Presentation 5:
Exploration of the Water-Energy-Food
Nexus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9.4(수) 세션명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구축
일시
16:30-18:30
장소
322B
중점
주관 한국수자원학회, 경북대학교
스마트 물관리
분야
최근
몇이번
년 간의
태풍과
홍수
재해에
대한 이는
예측과통합홍수관리
관리에 사용된
다양한분야의
접근법과
방법을
세션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및
시행
선진
경험을
교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태풍(허리케인)과
홍수
위험
감소
방법론의
새롭고 혁신적인
개발을강구할
공유함으로써,
구조적인 접근과 비구조적인 접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것이다.
세션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 중심 분석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예측, QPE/QPF
예측을
레이더계획적용,
위한 구조/비구조적 조치들의 조합과 홍수
피해 추정위한및 X대역
대비 대피
등이홍수완화를
공유 될 예정이다.
Time

Speaker/Participants

Dr. Yang Su KIM, Director, UNESCO

(TBC) Dr. Youssef Filali-Meknassi, Director,
Division of Water Sciences, UNESCO
Ms. Bitna LEE, Programme Specialist, UNESCO
i-WSSM
Dr. Nidal SALIM, Director, Global Institute
for Water Environment and Health (GIWEH)
Prof. Leehyung KIM,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Dr. Hyun Jung PARK, Vice Director,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Prof. Seungho L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PANEL DISCUSSION

Chair: Mr. Callum CLENCH, Executive Director, IWRA
Panel: All speakers

THE WAY FORWARD

Mr. Callum CLENCH, Executive Director, IWRA

16:30-16:35
(5’)

Opening Remark

16:35-16:55
(20’)
16:55-17:15
(20’)

Assessment of flood hazard zoning for
disaster mitigation
On the estimation of flood damage occurred
by heavy rainfall and storms
Overcoming lack of data for flood hazard
assessment: Cost effective high quality DEM
and rainfall proxies

17:15-17:35
(20’)

i-W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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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aker/Participants
Prof. Kun Yeun Han,
KWRA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and
KNU(Kyungpook National Univ)
Prof. Gwo Fong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of. Hung Soo Kim,
Inha University
Prof. Shie-Yui Lio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7:35-17:55
(20’)

Urban flash flood warning system using
dual-polarization radar

17:55-18:15
(20’)

Development of a 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 for near real time flood forecasting
using extended Muskingum method

Dr. Seokhwan Hwang, Dr. Dongryul Lee,
KICT(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Prof. Gwangseob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Disa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NU.

18:15-18:30
(15’)

Discussions

5 Panelists

9.5(목) 세션명 아시아
지역위한국가들의
물정책지원시스템(SDG
분야 지속가능 발전을
일시
촉진하기
SDG
6
6 Policy
장소 9:00-16:00
322B
Support System, SDG-PSS)의 활용
주관 한국환경공단,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중점
물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분야
물분야 이해당사자들의 물과 관련된 SDG의 물 관련 목표를 받아들이는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물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SDG위해
전략을대한수립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본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6
달성에
경험,
과제
및
가능성을
공유
및
토론하고,
참석자간의
SDG-PSS(Sustai
nable 활용하여
Development
Goal
s-PolSDG
icy Support
Syste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SDG-PSS를
아시아
지역의
6 실현
가능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물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증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협력을
통한
SDG-PSS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ime

09:00–09:40
(40’)

09:40-10:20
(40’)

10:20–11:20
(60’)

Contents

Opening Session

Session I: Global
efforts in monitoring
and progress
towards achieving SDG
6
Session II: Using
SDG-PSS to support
evidence-based
policymaking around
SDG 6

Speaker/Participants
Moderator: Ms. Eunhae Jeong, Senior development
management expert, UNOSD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of MOE (TBC)
-Mr.Jongsoo Yoon, Former head of Office, UNOSD
-Mr.Ickhoon Choi, Executive Director, K-eco
-Mr.Vladmir Smakhtin, Director, UNU-INWEH
Moderator: Mr. Manzoor Qadir, Assistant Director,
UNU-INWEH
-Mr.William Reidhead, UN-Water
-Mr.Alxandros K. Makarigakis, Program Specialist,
UNESCO IHP
Moderator: Mr. Manzoor Qadir, Assistant Director,
UNU-INWEH
-Mr.Guillaum Baggio, Research Associate, UNU-INWEH
-Ms.Eunhae Joeng, Senior development management
expert, UNOSD
Moderator: MOE Representative (TBC)
Rupublic of Korea
-Agenda 2030 Achie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K-SDGs, Mr. Hakkyun Maeng, MOE(TBC)
-Use of SDG-PSS in the ROK, Mr Yongjae Choi, K-eco
Pakistan
-Mr. Muhammad Ashraf, Pakistan Council of Research
in Water Resources(PCRWR)
-Mr. Faizan ul Hasan, PCRWR
-Ms. Breerah Fatima, PCRWR
Moderator: Ms Eunhae Jeong, UNOSD
-Participation countries: Armenia, Bangladesh, Iran,
Pakistan, Sri Lanka, Tajikistan, Turkey, Uzbekistan,
Cambodia, Mongolian, Vietnam,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11:20-13:40
(80’)
(12:00~13:00
Lunch)

Session III: Status of
SDG 6 and use of
SDG-PSS in regional
hub countries

13:40-14:20
(40’)

Sesson VI: Feedback
on SDG-PSS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for the region

14:20-15:00
(40’)

Session VII: Bulding
regional cooperation
around SDG 6 and
SDG-PSS

Moderator: (TBC)

Wrap-up and closing
session

Moderator: Ms. Eunhae Jeong, Senior development
management expert, UNOSD
-Mr. Hakkyun Maeng, Director, MOE (TBC)
-Mr. Jongsoo Yoon, Former head of Office, UNOSD
-Mr. Ickhoon Choi, Executive Director, K-eco
-Mr. Vladmir Smakhtin, Director, UNU-INWEH

15:00-15:30
(30’)

9.5(목) 세션명 다중수원 활용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
일시
장소 9:30-12:00
321B
주관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성균관대학교 중점
스마트 물관리
분야
세계 물 안보와 복지에 기여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기술 현황 등을 소개한다. 또한
늘어나는
다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자원 다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등)에
논의를대한할
예정이다.
본
세션을
통해
최신
기술
및
방법론(센서,
AMI,
AI,
IoT,
빅데이터
각국의
전문가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 분야의 모범 사례 및 진전된
연구내용에
대해
공유(다중
수자원
활용에
주력)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기술에
방법론을
통합하여 세계
스마트워터그리드
대한공유,
국제 결합
협력을및 강화하고자
한다. 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Time
09:30-09:50
(20’)

Prospects for Developing “Smart Water
Grid”Projects in the Northern Area of
Vietnam

09:50-10:10
(20’)

Potential for Smart Water Implementation in
Indonesia

10:10-10:30
(20’)

A Brief History of Water Resources Policy in
Japan, and its Recent Developments

10:30-10:50
(20’)

How Water Authorities Apply Water Sector
Strategy and CIP on Our Projects/Studies

Speaker/Participants
Mr. Nguyen Chi Nghia, Vice Director
General ,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Vietnam
Mr. Fajar Eko Antono, Director,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Indonesia
Mr.
Tatsuo
Hamaguchi,
Adviser,
Hazama Ando Corporation, Japan
Eng.Samaher Al Akhras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Water Authority of
Jordan (WAJ), Jordan

10:50-11:10
(20’)

Strategy and Implementation of Smart Water
Grid in Korea

Prof. SangHo Le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Korea

11:10-11:30
(20’)

Korea’s Water Management Outlook and Role
of the Government

Dr. JinSuhk Suh, Senior Researcher,
K-Water Institute, Korea

Group Discussion

Prof. KyungTaek YUM,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r. Nguyen Van Kenh, Director
General,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Vietnam

11:30-12: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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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9.5(목) 세션명 피해자를 위한 전지구적 지원 : 증가하는 아프리카의
일시
10:00-12:00
장소
물위기 해결 및 사막화 완화를 위한 행동
322A
경제사회문화위원회,
중점
주관 아프리카연합
인류
발전
사회
및
커뮤니티
발전을
분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물
위한 아프리카 센터
아프리카는
점점 늘어나는
물농촌지역
공급과사회와
수요의농산품
격차를등에직면하고
있다. 사막화가
내란으로
기반시설이
악화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않는다면
식량부족과수자원
기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접근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위한 전지구적 지원에 주목하는 이번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아프리카의
피해자들을
물지역사회에
상황과 사막화로
인한위한문제들을
공유함으로써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의
가장 취약한물
물
제공을
전세계적인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아프리카가
위기와
사막화
완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이번 세션을
개최하고자
하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 현재
아프리카의
증가하는
물 위기와및 과제
공유제조 업체의 약속 이행
전
세계적인
지원
및
개발
파트너
물
장비
- 자금
아프리카
전역의 지역사회와 내부 난민들에게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데
지원
-- 경제적
인프라얻은개발을
통한 지속
공개행사성장과
및 전빈곤
세계의완화를
모범위한
사례에서
통찰력을
제공 가능한 사회
Time
10:00-10:05
(5’)
10:00-10:15
(15’)

10:15-10:30
(15’)
10:30-10:35
(5’)

Contents

11:05-11:20
(15’)

11:50-11:55
(5’)
11:55-12:00
(5’)

1). Urban Water for Urban Living –
The Role of Legislature - (A case study
of Nigeria)
2). Floods and Drought: Reasons for
Smart Water Management
3). The Role of Community & Civil
Society in Water Management

1).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s
2). Wat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3). Water Infrastructure and Socio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Water Supply

Mr.
Femi
Olusola
Aboge,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
Exchange
Programmes, African Schoo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r. Musa Wen Ibrahim, Permanent
Secretary, Federal Ministry of Water
Resources, Federal Republic of Nigeria

Discussion by Panelist / Q+A and
Recommendations
Closing Remarks and Vote of thank by
Ms Opeyemi M. Aderinto–Co-Organizer

9.5(목) 세션명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Water ODA 재고찰
일시
장소 13:30-15:30
322A
주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중점
물 공적개발원조
분야
기후
변화와
함께국제사회를
지속가능성아우르는
확보는 Cross-cutti
국제개발협력
및 원조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자
n
g
Issue입니다.
동
세션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물
분야
ODA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Water
ODA의
전망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다.
특히,
전 세계물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의
분야
사업과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기조연설과
함께
Water또한,
ODA 기술·협력·경제분야와
분야 역량강화 사업, 연계한
기후변화Water적응사업의
실제적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ODA
현황
고찰을
통해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일치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Speaker/Participants

Glory Utunedi
Mr. Oluseyi A. Olubanjo
Hon. John Olasunkanmi

Time

Hon. Dr. Tunji John Asaolu

Group Photo and Coffee / Tea Break

Presentation on:
10:35-11:05
(30’)

11:20–11:50
(30’)

Registration
WELCOME AND OPENING SESSION
- Introduction of the speakers and
opening of the event
- Welcome Address
Key Speaker Presentation on the tittle
of the Session:
Global Support for Victims: Africa’s
Rising Water Crisis and Mitigating
Desertification

Mr. Abdufatai Ogundana, Deputy Executive
Director, African Youth International
Deevelopment Foundation (AFYIDEF)

Presentation on:

Distinguished Senator, Michael Opeyemi
Bamidele, Chairman, Senate Committee on
Judiciary,
Human Right and Legal Matters,
9th National Assembly – Federal Republic of
Nigeria
Mr. Okonofua Lucky Irhiogbe,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partment, Office of the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on, Federal
Republic of Nigeria
Ms. Opeyemi Marcellina Aderinto, Executive
Director, African Center for Human
Advancement, Social and Community
Development

Discussion by Panelist / Q&A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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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aker/Participants

13:30-13:35
(5’)

Opening Remark

Dr. Kim, Yangsu
Director, UNESCO i-WSSM

13:35-13:55
(20’)

Keynote Speech

Mr. Hoon Sahib Soh
Special Representative,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13:50-14:10
(15’)

(Cooperation)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Water and Climate Change

Dr. Kim, Yong Bin Director, Development
Marketing Institute

14:10-14:25
(15’)

(Finance) Climate Finance and ODA in the
Water Sector

Dr. Kim, Ja Kyum
Vice-Chair, Yooshin

14:25-14:40
(15’)

(Technology) Water ODA and Innovative
Approaches fo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Dr. Lee, Woo Sung
Director, STI Institute

14:40-14:55
(15’)

(Case 1) Climate Change
Project in Mekong Delta

Dr. Nam, Jonghyo
Researcher, UN Habitat Vietnam

14:55–15:10
(15’)

(Case 2) Capacity Building and Water ODA

Adaptation

Ms. Chibesa Pensulo
Water Specialist, Green Climate Fund

9.5(목) 세션명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물관련 연구 및
일시
장소 13:30-16:00
이니셔티브
321B
인도네시아
그린액션포럼,
IPB
대학교,
영산대학교,
Barilla
Center
중점
주관 for
Food
and
Nutrition
Young
Earth
물 재활용과 재사용
분야
Solutions,
UN
환경
동남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세션은 토크쇼와 젊은 연구원들의 발표회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토크쇼(60분)에서는
참여 청년들과 함께 특정 기관이 실시하는 글로벌 물 연구와 시책을 논의한다. 토론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나 대한민국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젊은 물 연구원의
프레젠테이션(60분)을 진행될 것이다.
토크쇼와 발표에서 주최자는 폐수 처리, 정수용 나노기술 등과 관련된 초청 연사와
발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토크쇼와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뒤 주최 측은 청년들을 모아
'물 연구와 이니셔티브에 관한 청년 안건'를 입안하는 논의(15분)를 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정책 입안에 목소리를 높이길 원하는 열망에 도움이 될 만한 젊은 물
연구원들의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해서 전문가, 강사 및 연구자가 제공하는 여러 국가의 물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에 의해 시행될 물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공유, 인도네시아에서의 두 번째
아시아국제물주간을 위해 전달될 위의 물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한국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Time

9.5(목) 세션명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 : 중소농업인을 위한 IoT에
일시
장소 16:30-18:30
기반한 정밀관개기술
322A
이란 농업기술연구협회,
중점
주관
스마트 물관리
농업연구
및 교육 지도기관
분야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60억 명에서 91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선진국에서 식량 생산이 70퍼센트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두 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이 주된 물 사용자인 곳에서 수요의 증가와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물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농업에서의 사물 인터넷(IoT)은 농지
변수의 측정에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센서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정밀한 데이터는 농부들이 관개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이 크게 관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약 5억 중소 농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IoT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량 수요와 자원 소비를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 IoT는 건조 및 반건조 물 위기 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세션의 목적은 농업의 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IoT를 도입하고, 농업 생산을 위한 물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데에 있다.
Time
16:30-16:40
(10‘)

Contents
16:40-17:10
(30‘)

13:00-13:05
(5’)

Masters of ceremony

13:05-13:10
(10’)

Opening remark

13:10-14:20
(70’)

Wastewater recycle and reuse research, initiatives, and project in different sectors

17:10-17:40
(30‘)

14:20-14:40
(20’)

Moderating the above discussion (Question and Answer Session)

17:40-18:10
(30‘)

14:40-15:30
(50’)

10-12 selected Indonesia and
wastewater treatment

18:10-18:30
(20‘)

15:30-15:40
(10’)

Moderating the above discussion (Question and Answer Session)

15:40-16:00
(10’)

Closing remark, photo session, and mementoes

Korea students with their research and studi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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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pening Remark
Water
use
challenges
in
small
and
medium-scale farms/ Advantages of IoT by
examples and application in Urmia River Basin
in Iran
Introduction to FruitLook: eLEAF & PiMapping,
A services to improve the water use
efficiency
The use of smat technologies and institutions
for small-scale irrigation schemes in Southern
Africa
DISCUSSION

Speaker/Participants
Dr. Hossein Dehghanisanij, Associate
professor, 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AERI, Agricultural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Organization AERI, AREEO, Iran
Dr. Ali Mohammad Sharifi, X-associate
professor, ITC, University of Twente, the
Netherlands
Prof. Henning Bjornlund,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delaide, South
Australia, Australia
All

speakers

9.5(목) 세션명 물 재활용과 재사용: 재이용수에서 수원으로의
일시
장소 17:00-18:30
환원-요르단 사례
321B
중점
주관
요르단폐수재사용재단
물 재활용과 재사용
분야
물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요르단 사례를 MENA 지역의 독특한 경험으로 강조할
것이다. 요르단은 물 부족 국가로 간주되고 국제기구에 의해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물 부족과 더불어 이 나라는 지역의 불안정과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 유입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두 가지 난제 모두 수원에 여러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세션은 재이용수에서 수원으로 전환되는 물 재활용과 재이용을
고려한 요르단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사용된 물을 전부 활용하는 이 독특한 경험은
기존과 최신의 기술이 융합된 것이다.
이 세션은 요르단의 물과 재사용 상황에 대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상영 후 다음
세가지의 발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 요르단의 물재활용 및 재사용 전략으로서의 재이용수에서 수원으로의 환원
- 농촌지역의 커뮤니티 내 지속가가능한 생활 자원으로써의 폐수 재사용(Petra 처리장 사례)
- 농촌지역 중수도 최신기술을 상수원으로 활용 등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Time
17:00–17:05
(5’)
17:05-17:25
(20’)
17:25-17:45
(20’)
17:45-18:05
(20’)
18:05-18:20
(15’)
18:20-18:30
(5’)

Contents

9.5(목) 세션명 한국의 강 유역에서의 좋은 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
일시
장소 17:00-18:30
시사점 및 교훈
322B
중점
주관
K-water 연구원
물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분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잘 정의된
정책과 행동 규칙이 필요하고, 적정선에서 미리 규정된 타임라인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하며, 이는 책임 권한에 대한 명확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달려 있다.
국내 유역단위별 시스템 또는 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우리는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
시스템과 그들의 파트너십 구조로 부터의 성공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시민
사회, 기업 그리고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동 책임으로 그러한 정책과 규칙의
설계와 실행에 기여할 수 있다.
Time

Speaker/Participants

Session Opening and participant welcoming
Jordan water recycling and reuse strategy the
way from non-conventional to conventional
sources
The use of latest technology in greywater
recycling the in rural areas as source of water
supply
Waste water reuse as sustainable source of
livelihood for communities in the rural areas;
the Case of Petra treatment plant

Dr. Luay Froukh, Jordan Wastewater
Reuse Organization
Mr. Joel Kolker, World Bank
Dr. Luay Froukh, Jordan Wastewater
Reuse Organization

Contents

17:00-17:05
(5’)

Welcome Address

Mr. Gi-Sung Hwang
(K-water Research Institute)

17:05-17:20
(15’)

Water Conflicts in the Mekong River Basin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Ms. Eunhwa Choi
(K-water Research Institute)

17:20-17:35
(15’)

Groundwater Resources Transboundary in the
Mekong River Delta

Mr. Nguyen Chi Nghia
(NAWAPI, Vietnam)

17:35-17:50
(15’)

Best Management Practices in South East
Aisa to secure Water Governance

Dr. Sang-Young Park
(ADB, Indonesia)

17:50-18:05
(15’)

Water Governance Change of Korea

Prof. Chang-Soo Kim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18:05-18:25
(20’)

Panel Discussion and Q&A

1 Moderator(Prof. Jung-In Kim,
Chung-Ang University), 1 Panelist
(Prof. Chang-Soo Kim,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 5 Speakers

18:25-18:30
(5’)

Wrap-up

Prof. Jung-In Kim (Moderator,
Chung-Ang University)

Discussion
Conclusions and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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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Participants

9.6(금) 세션명 제 9차 세계물포럼의 ‘협력(Cooperation)’ 중점분야에
일시
장소 9:00-10:30
대한 지역별 활동에 대한 논의
321B
한국물포럼/(협력기관)
세계물위원회,
세네갈 유역
개발
기관,
국제 유역 중점
주관 관계지관
물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네트웤,
제9차
세계물포럼,
분야
고려대학교
"물 협력"이란 다양한 참가자와 부문 간에 지역, 국가, 지방, 국제적 차원에서 담수의 평
화적인 관리와 이용을 말한다. 이 개념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
해 함께 일하는 것을 수반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과정이
다.
국경을 넘는 하천 유역, 관개 구, 도시 등 하천 유역 및 지역적 규모의 물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주요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협력은 필수적이고, 협상, 중재, 등 기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역할 또한 협력 과정을 개
선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물 협력을 위한 다단계 관점으로 볼 때, 제9차 세계물
포럼의 과정에서 "협력"의 우선순위는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공통의 목표를 가진 다른 행
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 예방과
더불어 긍정적인 협력의 추진을 주제로 하며,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물 과제를 해결하
는 과거의 협력 작업의 잠재력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거의 협력적 활동에서 입증된 부문 간 영향의 중요성을 협
력 촉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부문별 협력 외에도, 모든 과학적, 기술적 노
력은 물 도전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고 결정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
회의 강력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 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 및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복잡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협력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선택적 방법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정책의 추진과
과학기술 공동 작업의 촉매로 간주되어야 하며 생물-물리적, 지리적, 정치적 측면을 공
학 및 의사결정 및 기타 관련 분야와 결합하는 학문 간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물 협
력을 위한 플랫폼은 지역, 지역 또는 국제 행위자를 수용해야 한다. 결국, 물 협력의 길
은 물 부문과 비 물 부문과 행위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은 물관계자 혹은 비 관계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
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세션 목표 :
• '물 협력'에 대한 공통의 비전 찾기: 분쟁 방지, 협력 촉진
• 지역 협력 활동에서 '물 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 촉진
• 물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 이점 및 과제에 대한 인식 제고
• 상이한 물 협력 사례에 대한 지역 및 부문별 의견 수렴

Time

Contents

09:00-09:02
(2’)

Opening

Dr. Jung-moo Lee,
President of Korea Water Forum

09:02-09:05
(3’)

Message from the World Water Council:
Water coopera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Dr. Loic Fauchon,
President of World Water Council

09:05-09:08
(3’)

Message form the host country of the
9th World Water Forum

Dr. Sene Abdoulaye,
President of the 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9th World Water Forum

09:08-09:23
(15’)

Water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9th World Water Forum

Mr. Fawzi Bedredine, OMVS

09:23-09:38
(15’)

Water Cooperation and Policy Impact in
Asia : Case on the Mekong River

Prof. Seungho Lee, Korea University

09:38-09:52
(14’)

Concerted efforts for Water Cooperation
in Asia : Benefits and Hurdles

Mr. Fany Wedahuditama, Regional
Coordinator of GWP Southeast Asia

09:52-10:07
(15’)

Good Govern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Water Cooperation in Asia Pacific Region

Dr. Shahbaz Khan, Director, Asia Pacific
Regional Bureau for Sc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Discussion:

10:07-10:27
(20’)

What is water cooperation and what has
to be done for sustainable cooperation

*Interaction with remote-participants
(using on-line tool)

10:27-10: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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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Participants

Encouragement and Closing Message from
the ISC of the 9th World Water Forum :
Making Regional Voice towards 9th World
Water Forum

Mr. Eric Tardieu, INBO (Moderator)
Mr. Fany Wedahuditama, Regional
Coordinator of GWP Southeast Asia
Dr. Fawzi Bedredine, OMVS
Prof. Seungho Lee, Korea University
Prof. Seunghyun Kim, Kyungnam University
Dr. Shahbaz Khan, Director, Asia Pacific
Regional Bureau for Sc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Panelists’ names listed in first name
alphabetical order

Mr. Patrick Lavarde, ISC Co-chair, 9th World
Water Forum

9.6(금) 세션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조지역의 재이용수
일시
장소 10:00-11:30
322B
물, 환경 및 보건협회, 중점
주관 유엔 대학
물 재활용과 재사용
분야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세션의 목표는 식량 안전보장, 생태계, 기후 변화 적응 및 지속 가능발전 도전 과제들의
맥락에서 재이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재이용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의
어려움과 관련 대응 옵션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적인 물 부족과 물
부족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렇다.
세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재이용수의 잠재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물 부족
지역에서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과제들과 잠재적 기회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Time

Contents

10:00-10:05
(5’)

Welcome and Introductory Remarks

Mr. Vladimir Smakhtin: UNU-INWEH

10:05-10:20
(15’)

Introductory Talk

Mr. Manzoor Qadir: UNU-INWEH

Moderated Panel Discussion

Moderator – Mr.
UNU-INWEH
Panel Member –
Panel Member –
Panel Member –
Institute, Turkey
Panel Member –
PCRWR, Pakistan
Panel Member –

10:20-10:55
(35’)

9.6(금) 세션명 제 9차 세계 물포럼을 향해 : 물안보에서 왜 수질
일시
장소 10:30-12:00
중요한 요소인가?
322A
중점
주관
국제수자원학회
분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물
‘물안보’의 개념은 흔히 양적 개념으로 축소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수질의 물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수질은 인구 통계학적 증가, 기후 변화 또는 새로운
유형의 오염물질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필수적이지만 자주
간과되는 수질 보안 요소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수자원확회(IWRA)는 수질
문제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주제에 초점 맞추어진 프로젝트의 실현과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과정에 의해 챔피언(제7차 세계물포럼 후속조치인 실행로드맵의
각 로드맵별 전담기구) 또는 전략 파트너로 기록되어져왔고, 이러한 참여는 2021년
다카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포럼의 준비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세션은 인구의 절반이 물과 관련된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30년 Agenda 중간지점에 가까운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적절한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21년 다카르에 어떤 메세지들이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9차 세계물포럼을 위한 준비과정 첫 해에, 이 세션은 한국과 세계의 수질 전문가들과
제 9차 세계물포럼 준비과정 대표자들을 한 데 모을 것이며 포럼의 주제틀에 부합될 수
있는 세계 수질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우선순위와 메시지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번 세션은 KIWW 2018에서 정해진 '향후 20년간 수질 관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될 것이고 이어 2020년 5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물 회의, 2021년 세네갈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 물 포럼 등 주요
국제행사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Speaker/Participants

Vladimir Smakhtin:
Ms. Eunhae Jeong, UNOSD
Mr. Ick Hoon Choi, K-eco
Ms. Aslıhan Kerç, Turkish Water

Time

Mr. Muhammad Ashraf,
Ms. Parag, Bangladesh

10:55-11:20
(25’)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stemming from panelists’
contributions, involving panelists, and audience

11:20-11:30
(10’)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Mr. Vladimir Smakhtin: UNU-INW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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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aker/Participants
th

10:30-10:35
(5’)

Welcoming remarks

Patrick Lavarde, Chair of 9
Water Forum

World

10:35-10:45
(10’)

Introduction – Water quality throughout the
forum process

YoonJin Kim, Director of Korea Water
Forum

10:45-11:30
(45’)

Panel Discussion – Of water quality
challenges to achieve Water Security

- Yang Su Kim, UNESCO i-WSSM
Director
- Gabriel Eckstein IWRA President
- Faizan ul Hasan, Director, PCRWR
(Pakistan Council of Research in
Water Resources.

11:30-11:50
(20’)

How to build strong messages to the Forum?
Q&A with the audience

Moderator: Gary Jones – ISC Chair of
the XVII World Water Congress

11:50-12:00
(10’)

Concluding remarks

Abdoulaye Sene – Co-Chair of the 9th
World Water Forum

9.6(금) 세션명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일시
장소 13:30-15:00
322A
중점
주관
K-water, 한국환경공단
물 재활용과 재사용
분야
국내외 산업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물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선진화된 국가별 정책, 기술, 설치 및 운영사례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활용한 공급 시스템에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Time

Contents

Speaker/Participants

13:30-13:35
(5’)

Welcome Address

Mr. Tea-Hyun Park, Executive
Vice President, K-water

13:35-13:50
(15’)

TBC

TBC

13:50-14:05
(15’)

Activation of Water Reuse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ial Water
Operation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Rainwater Use & Gray-water Reuse
Facilities in Korea
Construction of Smart City by Using
the Information on the waste water

Mr. Kyung-Hyuk Lee, Doctor,
K-water

14:05-14:20
(15’)
14:20-14:35
(15’)

9.6(금) 세션명 인도네시아 롬복의 물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지속
일시
장소 13:30-15:00
가능한 재정 계획
322B
주관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 인도네시아 중점
분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물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따른 인구증가, 생산성 있는 토지의 부족을 인간으로 하여금 산림을
침해하게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Riniani 산, Lombok 섬, East Nusa Tenggara 지역 등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Lombok에 있는 담수의 질과 양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며
생태계의 온전함과 그 수문학적, 생태학적 기능을 위협한다. 이러한 경향은 섬이 필요한
규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곧 전반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인도네시아는 혁신적인 Payment for Watershed Services
(PWS) 프로젝트를 론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Rinjani 남쪽
경사지에 공급하는 물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작되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기까지 론칭이후 3년이 걸렸다. 마침내 2009년 지방 령이 발효되었고
660,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역 사회에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서 2,100ha의 땅을
복구하기 위한 기금 총 65,300달러가 모였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 비용의 75%는 보존 프로그램으로 보내져
지역사회 그룹에 의해 관리된다. WWF 인도네시아는 또한 이 메커니즘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 령이 발효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지지 한다 .
이 Rinjani 프로그램은 수역 보호에 있어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NGO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다.

Mr. Kyung-Kug Min, Doctor, K-eco
Mr. Seong Pyo Kim, professor,
Korea Univerit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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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aker/Participants

13:30-13:35
(5’)

Opening Remark

MC – WWF Indonesia

13:35-13:40
(5’)

Short video

WWF Indonesia

13:40-14:00
(20’)

Irwan Gunawan
Forest and Water Director
WWF Indonesia

14:00-14:20
(20’)

WWF Indonesia - Innovative approaches to
restore watershed in Mount Rinjani
involving communities.
Replication Payment for Watershed Services
in other provinces in Indonesia.

14:20-14:40
(20’)

The roles of private sector or local NGO for
water conservation

TBA

14:40-15:00
(20’)

Q&A

MC

T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