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모시는 글
Greeting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토론회

금년도 벌써 여름이 성큼 가까이 와 있는 듯합니다.
물 전문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물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순환의 가치가
높아지고, 환경에 이롭지 않은 방식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자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물관리 3법이 만들어져 국가의 물관리 업무가

일 시 2019년 5월 8일(수) 13:00 ~ 17:30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수량, 수질, 수생태를 아우르는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통합물관리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물관련 정책과 현안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지속가능한
들이 다시 논의되고 해결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최
후 원

이에 우리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한국수자원공사

논의와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폐수 재이용수의 대체수자원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수자원, 상하수도, 수생태 관점에서 물
순환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통합물관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토론회

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최 승 일

프로그램

찾아오시는 길

Program

Location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8
대한항공

개 회

휴 식

13:00~14:00

등록

-

14:00~14:05

개회

-

14:05~14:15

개회사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14:15~14:25

축사

K-water 사장

14:25~14:45

기조연설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폐수 재이용 정책 방향
윤주환 회장(한국물산업협의회)

14:45~15:00

-

15:00~15:20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 재이용
류형주 처장(K-water)

15:20~15:40

싱가포르 하수 재이용 사례 및 정책
Prof. NG How Yong(싱가포르 국립대학교)

15:40~16:00

미국 하수 재이용 사례를 통한 상수원 활용 방안
이원태 교수(금오공과대학교)

16:00~16:20

구미 산업단지 하수재이용을 통한 공업용수 활용 사례
김제환 부장(GS건설㈜)

16:20~16:35

-

16:35~17:25

좌장 최승일 회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조석훈 과장(환경부), 전경수 회장(한국수자원학회),
최희철 회장(대한환경공학회), 배재호 회장(대한상하수도학회),
이창희 회장(한국물환경학회), 강상목 회장(환경경제학회),
김지태 단장(하폐수 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발 표

시청역 2호선
9
삼성카드
부영빌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
부영 태평빌딩
신한은행

HSBC은행

흥국생명

신세계 백화점

숭례문

롯데손해보험
YTN
회현역
5

서울역 1호선

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지하철 이용시

휴 식

토 론

폐 회

17:25~17:30

①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②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버스 이용시
① 간선버스 : 150, 173, 261, 262, 406, 500, 504, 603, 700, 707, N16(심야)
② 지선버스 : 1711, 7011, 7017, 7022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토론회

폐회사

문의

TEL 042-870-7524, 7534 l E-mail youngbeom@kwat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