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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개회사
전통적인 물 관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물 관련 신규 인프라 시설을 과학
적으로 계획하고, 기존 인프라 시설의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기술인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은 이제 초기의 개념 정립단계를 지나 실생활에서 구
체적으로 활용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극을 크게 줄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자원의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
여 공급과 배분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므로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한홍수
나 극한가뭄 사상에 의한 국민적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분야에서도 적용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땅속 관망의 상태, 관망 내 수량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저류조를 비롯한 가정 옥내배관의
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한 물 공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장 적용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관로 및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의 수질개선과 관련 시설운영의 최적화 달성은 물론, 상수도 공급 인프라
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개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음용율의 획기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2012년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이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성과는 관련 기관, 전문가 그룹, 업계 및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회원들의 부단한 협력과 노력의 결
과입니다. 그동안 황무지와 같은 토양 속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관련 기관, 전문가 그룹, 업계
및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기술을 보다 세심하게 더 혁
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에게도 이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021년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는 이와 같은 사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과학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세션도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형태로 세
분화하여 국제세션, 기술세션, 전문세션, 특별세션, 대학원생세션, 포스터세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는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의 역사적 변천과 지정학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강의 물관리 종합계획 및
한강하구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생태벨트를 통한 해양문화공동체 건설등 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금년 통합학술대회 주제인 ‘스마트 물관리와 물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방안’에 맞춰 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
하고자 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특별세션도 준비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Jon Lan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참여하에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의
스마트워터그리드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결과들을 정부나 국회 또는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맹승진 준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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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Smart water grid (SWG) technology, which is the collaborative technology
between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and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widely being adopted in the real water management area since the
concept was recently initiated through several processes including the 7th World
Water Forum.
The concept is well adapted to cope with water shortage through the scientific
implementation of the demand control and effective distribution in the area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Also,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is concept is
now indicated in the area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water supply
facilities.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the optimization of water infrastructure through
monitoring water quantity and quality in the underground pipeline system including water treatment plants,
is responsible for the strong improvement of the direct drinking rate from tap in the public water supply
system. The reliability between suppliers and customers linked with the public water supply system can be
drastically increased through applying this technology.
The successful outcome of SWG since the introduction of SWG in 2013 is owing to the continuous effort of
the related groups, which are the related governmental and public governmental agencies, specialist groups,
the members of the society of SWG and so 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related agencies and people who contributed in overcoming the lack of education, developing the theoretical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existing technologies and newly conceptualized schemes, the
preparation of institutions for planning and 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s is still necessary. Special efforts, which are linked with national sessions, international sessions,
special sessions, special discussions, poster presentations and so on, are presented in this conference.
This 2021SWG international conference is jointly hosted by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and
Korean Woman’s Federation for Consumer in Republic of Korea to achieve the collaborative application in
the period of circular economy.
I really hope to exchange experiences and findings through this conference between participants and to
contribute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water planning and management area in the world.
I deeply express my warm welcome to all of you in this conference and special thanks to all the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big efforts to prepare this conference.
I wish your good health and happiness in your future.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Gyewoon Choi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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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축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2021 인천한강하구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최
계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
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물 없이는 세상 어떤 생명체도 생명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물은 지구 모든 생
명체의 원천이자 소중한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지속되면서 지속가능한 물의 활용과 보전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강하구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강 하구는 국내 유일의 열린 하구로서, 담
수생태계와 해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젖줄이자 한
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한반도와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 서해바다가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특성을 갖
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한 곳, 전문기관 한 곳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인천한강하구포럼’은 이러한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
습니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를 통해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초안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
력과, 지역별 현장 견학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강하구의 다양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의 미래구상은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각자 또는 함께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더욱 깊고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
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저 또한 관심을 갖고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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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인류의 삶과 경제활동에 대변혁을 가져다주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물과 위생의 중
요성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이때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과 함께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여 수돗물을 공
급한 이곳 인천광역시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SWGIC: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물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노력과 시도가 매우 활발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AMRT 물관리 기술과 함께 탄소중립, 메타버스, 대체 수자원,
정보화, 데이터화, 네트워크 등 연관기술과 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물관리 기술
을 더욱 다이내믹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과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 영역에 우리나라 물관리 부문에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추시고 K-water 사장을 역임하신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물관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팔당댐과 한강본류에 주 취수원을 두면서 많은 섬을 포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스마트워터그리
드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이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생을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시민
운동, 환경운동 시대를 연 1세대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게 됨으로써 스마트워
터그리드 국제회의(SWGIC)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조강연을 해주실 Jon Lanm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Stockholm World Water Week) 의장님과 박재현 K-water
사장님,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모두 이 국제회의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OU를 체결해 주실 김상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님과 특별세션을 맡으시는 류권홍 국민생각 고
문변호사님,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님, 조혜진 인천대 교수님, 손동완 K-water 지방상수도처장님께도 경의를 표합
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는 인천광역시가, 학문적으로는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 분야의 역사를 새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물포럼 총재

곽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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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입니다.
오늘 스마트물관리와 물가치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주제로 한 한국스마트워터그리
드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장님, 축사로 수고해주시는
한국물포럼 곽결호 총재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님과 강연하여 주실 세계
물주간 존 레인 의장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님,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 되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도
래로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관리의 패러다임도 통합물관리와 스마트한 물관리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
록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 수돗물 적수와 유충 그리고 악취, 침수, 조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개별, 목적별, 기능별 물관리에서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투명한
물정보를 바탕으로 물가치를 높이고 물순환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상하수도와 지하수, 물환경, 비점 및 수생태계, 유역통합 등 국가 물관련 정책업무를 적극 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하수도 사업,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등
의 다양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학술대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으로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한 발전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
관리 방향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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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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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재단이사장 김천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2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의
가치 향상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은, 공기, 불과 함께 우리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로 우리는 매일 숨 쉬 듯이 매일
물을 마시면서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일, 언제 어디서
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요로운 국가에서 지금은 물 부족 국가
입니다.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량과 노후배관으로 새어나가는 상수도,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시스템 등으로 물
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물 관련 기관 등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이 물 부족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
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연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
제입니다.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공급해주는 물을 인공적인 과학의 힘으로 관리하고자 연구하는
곳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이며 학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관
련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 관련 중요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도 결국은 소비자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화되어야
만 하고 소비자가 깨닫고 실천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는 물의 가치와 신뢰 제고를 주제로 물의 주요 사용자인 소비자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치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그 소중함을 간과할 수
없으며우리 소비자도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아껴쓰고, 다시쓰고, 나눠쓰는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행사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재단이사장 김

천주

7

프로그램 개요
Program Summary

11.09 (Tues.)
Time

Room Main
Lobby

301(U)
(수용 가능 인원 8명)

302
(16명)

303
(16명)

304
(16명)

305
(15명)

306
(16명)

대학원 세션

건설기술연구원

International Session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수자원의 다원적
모델 분석과 개발

스마트 상수도
유지관리

Vietnam

M정승권

M황태문

Bui Duong

M김기형

M최혜자

M정연중

일반세션

노아에스앤씨

일반세션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한강유역
라운드 테이블
-유역물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

세션진행 준비

09:00-09:20

09:20-10:35

스마트하수관리를 인천 하천마스터플랜
위한 전국 환경공단 수립과 인천물관리
컨퍼런스 1
정책방향

한강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와 발전
방향

10:35-10:45

수자원 공급과
활용방안 및
수생태 복원

10:45-12:00

M김주환

13:30-14:20
14:20-15:00
15:00-15:20

Registration

12:00-13:30

수요맞춤형
수자원관리 기술

M이정수

M배양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환경기초시설의
한국형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DX) 스마트 운영을 위한
K-Plant 수출 사업화 플랫폼 생태계 구축 인천환경공단의 역할
1

청라지구
하천수질문제와
향후 개선방향

한강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M김영화

M김형숙

M배민수

M최계운

M김주원

KAIST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인천시 서구 하천
복원과 거버넌스

한강하구 거버넌스

M김진한

M박상우

Coffee Break

환경기초시설의
스마트 빌리지
신기술을 활용한
K-반도체 초순수분야 스마트 운영을 위한
디지털전환 실증 현황
홍수예보 체계의 개선
발전 방향
인천환경공단의 역할
및 향후 확산전략
2
M정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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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김기형

Coffee Break

한강홍수통제소

16:45-18:00

M최진탁

Plenary Session / Premier Ballroom A

M박용운
16:35-16:45

M김종규

Opening Ceremony / Premier Ballroom A

한강홍수통제소

15:20-16:35

하수처리
스마트하수관리를
하천과 저수지의
자율공정제어를 위한
위한 전국 환경공단
흐름과 유립량 분석
요소 기술 개발
컨퍼런스 2

M김대영

M탁세완

M배민수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307
(16명)

203(U)
(6명)

204
(15명)

205
(16명)

206
(16명)

207
(16명)

208(U)
(7명)

한국환경공단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홍수통제소, 수공

행안부1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물관리

202

Establishment and 지방상수도 스마트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국내가뭄사업 공유
Development of
관망관리 고도화
위한 물관리 방안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 1 및 기술 고도화 A
방안
모색
hydraulic models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M백선재

Indira

M손동완

M서종국

M장명숙

M홍성훈

M최계운

한국환경공단

일반세션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홍수통제소, 수공

행안부2

물산업과 탄소중립
그리고 메타버스

재해 영향요소
계측 연구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과
나아갈 방향

M박석훈

M김수전

M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

Climate Change and New Normal 시대
인천시 상수도
지능형 도시수자원
River Watershed
물관리 및 물산업 혁신과제 추진성과와
관리사업 정책
Management
전망
발전 방안
활용방안

수돗물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국내가뭄사업 공유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급수체계 장기발전 복원 및 활용방안 2 및 기술 고도화 B
위한 설계기준 제정 방향
전략
M유병로

M장명숙

M전찬기

특별세션

행안부3

사무국

M이주헌

LH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능형수자원연구단

한강 하구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적 접근
설계품셈 제정 방향
추진전략 워크샵 1

M장석환

Hyun-Han Kwon

M정승화

M김창균

M김상래

M안태진

M김태환

senior 좌담회

특별세션

한국수자원공사

특별위원회 세션

고위급 좌담회

특별세션

행안부4

새로운 물관리, 중견
선배로부터 듣는
조언
M서병하

스마트관망관리
성과지표 개발
M 홍윤식

탄소중립시대의
한강 하구의
녹색・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관망 구현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미래 상수도 진단 및
수자원 인프라건설과
협력적 접근
시스템 개발 방향
위한
계측데이터
관리
추진전략 워크샵 2
운영
정보화
M구자용

M김재학

M서애숙

M정관수

M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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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Program Summary
11.10 (Wedn.)
Time

Room Main
Lobby

301(U) (8명)

302 (16명)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대학원)

11:50-12:30

10

Registration

10:25-11:40

304 (16명)

305 (15명)

306 (16명)

특별세션

지질자원연구원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Convergence
technology for
Carbon neutral

하구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1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Junhyun Choi

M진장철

M이현동

특별세션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Walking on the
path to SDGs

하구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2

종합토론

박지현

M진장철

M서애숙

Hydrological analysis
지역중심의
Hydraulic modeling
based on AI and Big 탄소중립과 RE100
of runoff.
Data
<MOU>

09:00-10:15

10:15-10:25

303 (16명)

M안정규

Hyun-Han Kwon

M이동형

Coffee Break
International Session
(대학원)

특별위원회 세션

Environmental
hydrodynamics

스마트
지하시설물

M안정규

M김진영

Closing Ceremony

International Session
UNOSD
Integrating Water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SDG 6
Implementation
Youngeun.Choi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203(U) (6명)

204 (15명)

205 (16명)

206 (16명)

207 (16명)

208(U) (7명)

특별위원회 세션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물순환시민포럼

일반세션

스마트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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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

개회식 / Opening Ceremony (9 Nov. Tues) 13:30 ~ 14:20

사회자: 김윤진 (Ms. Y.J. Kim) / (사)한국물포럼 (Korea Water Forum)

13:30 – 13:3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3:35 – 13:40

귀빈소개

13:40 – 13:45

개회사

최계운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13:45 – 14:00

축

사

박남춘 / 인천광역시 시장

축

사

곽결호 / 한국물포럼 총재

축

사

장준영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축

사

김천주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14:00 – 14:10

■

(Premier Ballroom A)

사진촬영

기조강연 / Plenary Speeches (9 Nov. Tues) 14:20 ~ 15:00

사회자: 김윤진 (Ms. Y.J. Kim) / (사)한국물포럼 (Korea Water Forum) (Premier Ballroom A)

Plenary Speech 1

기후위기 문제 해결사로서의 스마트워터그리드
The role of Smart Water Grids in addressing the world’s biggest problems
Jon Lane /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Chairman of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Next Normal 물관리

Plenary Speech 2

‘Next Normal’ Water Managemet to overcome Climate Crisis
박재현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K-Water CEO
기후위기시대 : 탄소중립과 도시물순환

Plenary Speech 3

Climate Crisis Era : Carbon Neutrality and City water circulation
김형수 /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President of Han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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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on Lane / Chairman of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KEY AREAS OF EXPERTISE:
Leadership, Management and Governance: 13 years’ experience as Chief Executive
of variou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and UN organisations. Experience in
many aspects of management. 9 years’ experience as Chair of Boards of Trustees
and/or advisory committees.
Policy and Strategy: 16 years’ experience as a senior consultant mainly in policy
and strategy at the global and national level relating to sanitation and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at a senior level with over 30
years’ experience in or relating to developing countries. Principal experience in community-managed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or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interest in sanitation and hygiene.
Countries of Experience: lived and worked in Zambia, Nepal, Malawi; also working visits to many countries
mainly in Africa and South Asia.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AWARDS:
●

Michael Lubbock Award for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clean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October 2012

●

Fellow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FICE)

December 2001

●

Member of the Malawi Institution of Engineers (MMIE)

November 2001

●

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OBE) awarded
for services to WaterAid

●

Member of the International Water Academy

●

Chartered Engineer (CEng)

●

Member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MICE)
and Renee Redfern Hunt Memorial Prize-winner

●

BA 2(i) and MA in Engineering Science at Clare College,
Cambridge, and Pressed Steel Scholar

January 2001
August 1998
May 1986
December 1985
June 1979

PRESENT POST:
Chair, Scientific Programme Committee for World Water
Week,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Mar 2021 – present

●

Leading the work of this committee: deciding the themes and content of World Water
Week; managing the SIWI Seminars; participating in the planning of plenaries, high level
panels and other events that SIWI organizes; drawing conclusions from the discussions
during the Week and disseminating them in various fora.

●

Being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World Water Week.

●

Participating on SIWI’s behalf in various international meeting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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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Dr. Jae-Hyeon Park / K-water CEO
Dr. Jae-Hyeon Park is currently the CEO 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Daejeon, Republic of Korea. He was appointed as the 15th CEO of K-water in
February, 2020.
Dr. Park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1990. Also, he earned
a master's degree(‘92) and a doctorate(’98) in civil engineering from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completing his doctorate, Dr. Park became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ivil and Urban Engineering at Inj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00~’20). During
this period, he served as a Vice Dean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04~’06) and the Head of the Office of
Admission (‘09~‘11). He was also invited as a visiting professor of Civil Engineering at University of California
Upon his inauguration as the CEO of K-water, Dr. Park stated, “As the nation's top water agency, we will fully
respond to water disasters and establish a virtuous circl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safe and clean water through the improvement of water welfare.” Throughout his career as a water
expert,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field and is committed to improving common prosperity for all.
Dr. Park has dedicated himself to the enhancement of water welfar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establish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proving smart water technologies, and modernizing local
waterworks. Especially, he expressed his ambition to open an era of smart water management by using
various values of water as a new growth engine for K-water.
Furthermore, in the midst of the climate crisis, Dr. Park is leading the way for K-water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area of carbon neutrality. Under his leadership, K-water declared its participation in climate
crisis management and RE100, which was a first for a public corporation in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he is focusing on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throughout the company’s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factor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Net-Zero in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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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Hung-Soo Kim / President of Han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rofessor Hung Soo K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in 1983,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in
1985 and in Florida Atlantic University in 1992. In 1997, he received his Ph.D in the
same field of study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From 1997 to 1998, he worked
as a senior researcher i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became a professor at Sunmoon University from 1998 to 2003. Following this, he
became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 Inha University and is
currently teaching various water-related subjects to the university students.
His fields of studi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water resources and hydrology which
include wetland hydrology, climate change, floods and droughts, natural disasters, AI and big data, as well
as nonlinear dynamics and chaos. He also served as a hydrologist and held various positions in different
organizations: President of the Korean Wetlands Society (2016 ~ 2020), Vice President of 5 societies, a
member of the National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4 ~ 2018) and the National Wetlands Committee
(2017 ~ 2020) to name a few.
More than half of Korea's population live in areas connected to the Han River. This river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ource not just of drinking water but also industrial and agricultural water. With existing disputes of
the stakeholders, it is important that these disputes be solved and mediated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n
efficient water management plan for Han River. As a chairman and president, Hung Soo Kim is carrying out
the role of solving the problems governing Han River. He is also responsible in establishing the river’s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lan.
Starting August 2019, he became the chairman of the Han River Basin at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resolving water problems such as water shortage,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interregional
water disputes, he is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bett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humanity. Currently, he is the chairman of Han River 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starting
2019) and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Integrat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Mouth of Han River (2020 – present).

■

폐회식(시상식) / Closing Ceremony (10 November, Wedn.) 11:50 ~ 12:30

사회자: 김기형 박사 (Dr. G.H. Kim) /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Room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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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

한강하구포럼/ Han River Estuary Forum
시 간

내 용
(1포럼) 한강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와 발전 방향

비고
좌장: 정연중 박사

한강하구 관리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김성우(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월 9일
09:20~10:35

한강하구법의 제안 배경 및 내용 – 이창희(명지대 교수)
해안과 하구역의 Resilience – 최정권(가천대 명예교수)
한강하구 유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연구 – 박창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한강하류의 중장기 발전구상 –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2포럼)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

좌장: 배양섭 교수

경기만 평화번영과 해양문화공동체건설 – 김갑곤(경기만포럼 사무처장)
11월 9일
10:45~12:00

한강하구 워터프론트 추진 방향 – 김영규(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강하구역 하천 쓰레기 차단막 유지관리 방안 – 윤석준, 이삼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장항습지의 현황과 관리 방안 – 박평수(한강하구 장항습지 보전협의회 대표)
한강하구의 갯벌 보전 – 김순래(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3포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좌장: 김주원 박사

해양생태계의 이산화탄소 저감 – 김장균(인천대 교수)
11월 9일
15:20~16:35

한강하구 섬의 생태 문화 자원 – 노형래(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장)
해양폐기물의 영향과 관련 정책 수립 –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강하구 갯벌의 생태학적 상태 평가 – 유재원(한국연안생태연구소장)
한강하구의 생태 – 최중기(인하대 명예교수)
(4포럼) 한강하구 거버넌스

좌장: 박상우 교수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수도권 및 강원도의 협력방안 – 이정수(녹색미래 대표)
11월 9일
16:45~18:00

하구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체의 역할 – 최충식(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한강하구연계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역할 강화 방안 – 최혜자(인천물과미래 대표)
한강하구연계 서구 하천 보전 활동 –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역할 – 이미숙(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5포럼)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좌장: 이현동 박사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과 미래(강화도중심) – 박흥렬( 전)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총장)
11월 10일
09:20~10:15

하구환경과 문화 보전을 위한 김포시의 역할 – 조건희(김포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한강하구의 사람들의 삶 –박정환(인천일보 편집국장)
한강하구 역사, 문화(2)_김포시관내 염하, 한강을 중심으로 – 김성환(한국하천협회 하천역사문화
특별위원장)
한강하구 접경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따른 활용방안 – 남승균(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
(6포럼) 종합토론

11월 10일
10:25~12:00

장석환(교수), 배양섭(교수), 김주원(박사), 박상우(교수), 정연중(박사), 민경석(인천시 수질환경과장),
박정환(인천일보 편집국장), 김성환(박사), 이현동(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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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치세션 / Water Value Session
시간

행 사

비고

개회식
환영사: 최계운 (사)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11월 9일
13:30~14:00

축 사1: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축 사2: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축 사3: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축 사4: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기조강연

11월 9일
14:00~15:00

1. Jon Lan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2. 박재현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3.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5:00~15:20

Coffee Break

· MOU 체결 :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SWG학회
- 인사말 : 김상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 최계운 (사)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
11월 9일
15:20~16:35

· 특별세션: 물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제고
1. 수돗물과 물인권 그리고 수리권 –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변호사
2. 수돗물의 의미와 위기 –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
3. 수돗물 가치확산과 소비자 신뢰방안 – 조혜진 인천대 교수
4. 어디서나 차별없이 누리는 물복지- 손동완 K-water 지방상수도처장

16:35~16:45

Coffee Break

종합토론
좌장 최계운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토론자
11월 9일
16:45~18:00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조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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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프로그램
Program

International Session / Oral Sessions
IS 1: Smart Water Implementation in
Vietnam

09:20 – 09: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09:20 - 10:35
Room 303
Dr. Bui Duong
Dr. Ikhwan Ko((주)유신)

Operational Water Model and Data Services for Vietnam and the Greater Mekong region
Duong BUI(Water Resources monitoring Division, Vietnam)

09:35 – 09:50 	Development of ANN-based groundwater level forecasting model for Mekong Delta, Vietnam
Huong VU(Hanoi Sewerage and Drainage Company No. 6, Vietnam)
09:50 – 10:05 	Rainfall-triggered landslide and debris flow hazard assessment using AI techniques AI : A case
study of Quang Ngai province, Vietnam
Phi Quang Nguyen(Systems Integration Institute Le Quy Don Universty, Vietnam)
10:05 – 10:35

Discussion and Q & A
1. Duong BUI(Water Resources monitoring Division, Vietnam)
2. Huong VU(Hanoi Sewerage and Drainage Company No. 6, Vietnam)
3. Phi Quang Nguyen(Systems Integration Institute Le Quy Don Universty, Vietnam)
4. Ikhwan Ko((주)유신)

IS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hydraulic models

09:20 – 09: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09:20 - 10:35
Room 203
Dr. Indira Parajuli
Younghyun Cho(K-water)

Green Revolution via Chure Recharging to make resilient Chure
Indira Parajuli(Tribhuvan Univ.)

09:35 – 09:50 	Prediction of WWWTP Influent and Effluent Characteristics using ARIMA, ARIMAX
and Neutral Network
Nobel Ballhysa(ICUH)
09:50 – 10:05 	Smart Water Management for urban Current situation and propose some technjcal solutions
and policies for Vietnam
Thuy Le Thu(Administra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10:05 – 10:20 	Establishment of hydrological models in the Mekong pilot area using global satellite-based
water resources data (focusing on HECTRTS/HMS model application)
Younghyun Cho(K-water)
10:20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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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3: Climate Change and River
Watershed Management

15:20 – 15: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15:20 – 16:35
Room 203
Prof. Hyun-Han Kwon
(Sejong Univ.)

LSTM-Based Prediction of Streamflow during Peak Rainfall Event of Piney River Watershed
Kola Kareem(Kyung Buk Univ.)

15:35 – 15:50	Behavior of Six Methods for Sediment Transport Capacity Estimation of Spatial-Temporal Soil
Erosion
Linh Nguyen Van(Kyung Buk Univ.)
15:50 – 16:05	Evaluating the hydrologi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nthropogenic activities in a large
basin using multi-model ensemble projections
Sabab Ali Shah(Han Yang Univ.)
16:05 – 16:20	Advances in Real-Time Urban Flood Forecasting with Computationally Efficient and Accurate
Uncertainty quantification
Doan Thi Thu Ha and Deghyu Bae(Ulsan Univ.)
16:20 – 16:35

Developing A Multiscale Surrogate Model to Estimate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Sewwandhi Chandrasekara(Sejong Univ.)

IS 4: Big Data Application Strategy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205
Prof. Hoon Kim
(INU)

09:00 – 09:15

Monitoring sleep patterns in the unconstrained and unconscious state
WeonHo Jeon(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15 – 09:30

Website Platform Construction Status for public Big Data
Bandari Sovitb(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30 – 09:45

Usage/Service Ideas of Public Standard Data – from The Contest
Navin Ranjan(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45 – 10:00

Integrated Prediction of regional Traffic Situation Based on
Multi-Task Spatial-Temporal Network
Lei Peng(CAS)

10:00 – 10:15

Panel Discussion and Q & A
1. Younsik Hong(INU)
2. Hoon Kim(INU)
3. Hyungju Kim(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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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5: Hydrological analysis based on AI
and Big Data

09:00 – 09:15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2
Prof. Hyun-Han Kwon
(Sejong Univ.)

Opennig
Hyun-Han Kwon(Sejong Univ.)

09:15 – 09:30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for merging multiple satellite precipitation products over South
Korea
Giang Nguyen Van(Kyung Buk Univ.)
09:30 – 09:45

Assess extreme flood and drought vari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using satellite data
Huong Nguyen Thi(Sejong univ.)

09:45 – 10:00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ate variables of rainfall-runoff model and
hydrometeorological variables
Sumiya Uranchimeg(Sejong univ.)
10:00 – 10:15

Panel Discussion and Q & A
1. Shabaz Kahn (UNESCO)
2. Nidal Salim (GIWEH)

IS 6: Hydraulic modeling of runoff.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1
Prof. Jung-Kyu Ahn
(INU)

09:00 – 09:15 	Analysis of the Effect of Hydraulic Structures on River Bed Change: The Case of The Geum
River Study
Jeongmin Lee, Sung Won Park, Seongil Yeom, Jaelyong Lee, Jungkyu Ahn(INU)
09:15 – 09:30	A study on collecting well to reduce non-point pollution sources through rainwater drainage
system using infiltration
Youngin Kim, Junggun Kim, Jungkyu Ahn, Jungmin Lee, Seongil Yeom(INU)
09:30 – 09:45	A study on the developement of resource circulation type infiltration collector using waste
water purifier
Junggun Kim, Youngin kim , Seongil Yeom(INU)
09:45 – 10:00 	Numeric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ermeable Drainage System Using Unit Hydrograph
Jaelyong Lee, Jeongmin Lee, Jungkyu Ahn(INU)
10:00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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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7: Convergence

technologies with
sustainable nexus of water and Carbon
Mineralization for a green city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4
Junhyun Choi(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09:00 – 09:15 	Removal of low concentrated phosphorus from aqueous solution by waste seashell derived
Aragonite crystals synthesized through carbonation
Mohd Danish Khan
09:15 – 09:30

Innovative carbon mineralization
Nguyen Van Duc

09:30 – 09:40

Method for acid mine drainage(AMD) treatment : moving towards a circular economy
Lulit Habte

09:40 – 09:50

Neutralization and recycling high alkalinity liquor derived alkali
activation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coal fly ash by carbonation
Lai Quang Tuan

09:50 – 10:00	Carbon mineralization of Coal Fly Ash for the immobilization of Arsenic contaminated
wastewater
Chaeyeon Lim
10:00 – 10:15	Efficient removal of Arsenic(V) from wastewater by Calcium Oxide with the integration of
Carbonation
Youngju Song

IS 8: Integrating Water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SDG 6
Implementation
10:25 – 10:30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303
YoungEun Choi
(UNOSD)

Key Note Speech
Gyewoon Choi, President of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10:30 – 10:45	Water in the World We Want – creating evidence-based policies and practices for
water-related SDG success
Manzoor Qadir, Assistant Director, UNU-INWEH
10:45 – 11:00

SDG-PSS and UNESCO’s contribution to SDG 6 implementation
Ms. Park, Dahae, Programme Specialist, UNESCO I-WSSM

11:00 – 11:15

Korea water wo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r.Yea, Young-Do(K-eco)

11:15 – 11:30

Share the latest technologies and knowledge about water-related field to achieve SDGs
Dr. Junghun Shin, Taeyoung E&C

11:30 – 11:40

Final comments
All th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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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9: Korea-EU Educational Cooperation Date & Time
Place
Program 1 (HydroAsia)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203
DongWoo Jang
(INU)

09:00 – 09:15 	Model Analysis for Mitigation of Flood in River and Urban Area Using HEC-RAS and EPASWMM
Victor Berny(Polytech Nice-Sophia), Eun Teak Shin, Se Hyuck An,
Song Hee An, Dae Woong Kim
09:15 – 09:30

Analysis on Flood Mitigation and River Restoration in Urban Stream of Korea
Alejandro Botella Langa(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
Guetae Park, Jungmin Lee, Heesoo Chung, Jules Onfroy, Minsoo Kim

09:30 – 09:45

Design of Seung-gi stream and Guwol District for mitigation of the flood damages using
HEC-HMS and EPA-SWMMi
Ye Ji Choi, Ji yun Jang, Gerard Llobet, Antoine Gazull, Tae soo Eum

09:45 – 10:00	Development of the hydrological model in ungauged small catchment using DHI MIKE
software
Guetae Park, Philippe Gourbesbille, Dongwoo Jang
10:00 – 10:15

Hydraulic analysis for flood mitigation in mountainous small catchment using MIKE 21 FM
Songhee An*, Philippe Gourbesbille, Dongwoo Jang

IS 10: Korea-EU 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 2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203
DongWoo Jang
(INU)

10:25 – 10:40

Application of 2D SWE Culvert Model to Reno River in Italy
Amama Zied(Polytech Nice Sophia)

10:40 – 10:55

Deployment of telemetry on water networks in Cantal
Aubin CHONOSKI(Polytech Nice Sophia)

10:55 – 11:10

Study on Alternatives for the Renewal of Water Transmission in Pasteral, Spain
Carlos Babiano Galindo(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

11:10 – 11:25	A Study on Hydrometrics Data and Updating the New Caledonian Characteristic Flows
Collection
Elena Grand-Perrin(Polytech Nice Sophia)
11:25 – 11:40	Quantifying Climate Change Hydrological Impacts Using GR2M Rainfall-Runoff Model:
Case of Reyran Watershed in France
Kevis MBONYINSHUTI(Polytech Nice 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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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11: S
 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1

15:00 - 15:15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5:00 ~ 16:15
Room 204
Prof. Philippe Gourbesville
(Polytech Nice Sophia)

Realtim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water management: the AquaVar solution
Philippe Gourbesville(Polytech Nice Sophia)

15:15 - 15:30	Integrated Smart Flood Defense and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in Yongdinghe River
Basin, China
Qiang Ma(IWHR)
15:30 - 15:45

Application Digital Twin Tech to flood control in Korea
Seungbeom Kim(K-water)

15:45 - 16:00

A new method for flood discharge measurement in ungauged basin
Sainan Jiang(Wuhan University)

16:00 - 16:15

Application of Multi-Channe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o
improve DEM Data in Urban Cities
Shie Yui Liong(TMSI/NUS)

IS 12: S
 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 2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6:25 - 17:40
Room 204
Prof. Philippe Gourbesville
(Polytech Nice Sophia)

16:25 - 16:40 	Water Scarcity Changes under different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scenarios, a
case study of Jinghe River Basin, China
Chaoxing Sun(IWHR)
16:40 - 16:55	Geographical cluster of flash flood hazards in Jiangxi, China: a spatial analysis perspective
Ruojing Zhang(Hohai University)
16:55 - 17:10	Data envelopment analysis of flood retention area management for large catchments: a case
study of Huai river basin, China
Xiaolei Zhang(IWHR)
17:10 - 17:20	An Ensemble Hybrid Forecasting Model for Monthly Runoff Based on Secondary
Decomposition and Gated Recurrent Unit Network
Sijia Hao(NCWU)
17:20 - 17:30	Numerical analysis of a typical extreme flash flood disaster occurred in Mianning, Sichuan
Province, China
Sun Tong(Sichuan University)
17:30 - 17:40

Numerical study on impact of sediment transport on flash flood wave propagation
Yang Qingyuan(CR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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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13: Environmental hydrodynamics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301
Prof. Jung-Kyu Ahn
(INU)

10:25 – 10:40

Mapping spatial distribution of bed shear stress using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Dong Hyeon Kim and Jin Hwan Hwang

10:40 – 10:55

Effects of unsteady flow on the tidal turbine farm layout optimization
Wonjung Chung and Jin Hwan Hwang

10:55 – 11:10

우리나라 도시 소유역 유출량 추정을 위한 해석적 확률모델 개발
이문영, 안희진, 전설, 김시연, 정기철, 박대룡

11:10 – 11:25

저류지와 저류연못의 비점오염원 저감 모델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전설, 김시연, 이문영, 안희진, 정기철, 박대룡

11:25 – 11:40

한강유역의 수문지수와 생태지수 상관성 분석
김시연, 전설, 이문영, 안희진, 정기철, 박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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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전문세션 1: 지
 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방안

09:20 – 09:35

개회/인사
손동완(K-water)

09:35 – 09:50

사업 추진현황 및 인프라 활용방안
배현진(K-water)

09:50 – 10:00

스마트 관망관리 성과지표 개발방안
홍윤식(인천대)

10:00 – 10:10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방안
오성환(도화엔지니어링)

10:10 – 10:35

종합토론

전문세션 2: 광역(상)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과 나아갈 방향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4

Chair

손동완(K-water)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4

Chair

이상호(국민대)

10:45 – 11:00

개회/인사
오봉록(K-water)

11:00 – 11:10

광역(상) 스마트관리체계 구축계획
박진형(환경부)

11:10 – 11:20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효원(한종엔지니어링)

11:20 – 11:30

water-NET 기반의 상수도관망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사례
김경필(K-water)

11:30 – 12:00

종합토론
1. 유도근(수원대)
2. 김성한(K-water)
3. 김병수(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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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3: New

Nomal 시대 물관리 및
물산업 전망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4

Chair

정승화(K-water)

15:20 – 15:30

개회/인사
정승화(K-water)

15:30 – 15:40

글로벌 물산업 전망
고영공(K-water)

15:40 – 15:50

디지털 수자원관리와 산업동향
장동우(인천대)

15:50 – 16:00

복합적인 환경이슈에 맞는 수처리 기술의 대응
채선하(K-water)

16:00 – 16:35

종합토론
1. 김준회(환경부)
2. 김익재(KEI)

전문세션 4: 녹색·디지털기술 기반의 미래
상수도 진단 및 관리

16:45 – 16:55

개회/인사
정용채(K-water)

16:55 – 17:05

진단기반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추진방안
차인호(K-water)

17:05 – 17:15

국외 최신 노후관 비파괴 진단기술 동향
이석용(xylem 코리아)

17:15 – 17:25

스마트 밸브실로 관망진단·관리 혁신
문희근(K-water)

17:25 – 17:35

AI를 활용한 관망내 누수위치 예측
오광석(유솔)

17:35 – 18:00

종합토론
1. 김근용(서울시)
2. 안종호(한국환경연구원)
3. 배철호(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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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5: 디지털

전환(DX) 플랫폼 생태계
구축

15:20 – 15:30

개회/인사
김형숙(K-water)

15:30 – 15:40

K-water 디지털워터 플랫폼
천근호(K-water)

15:40 – 15:50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김주환(NHN)

15:50 – 16:00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박재환(K-water)

16:00 – 16:10

정수장 디지털트윈 구현
김지웅(K-water)

16:10 – 16:35

종합토론

전문세션 6: K-반도체

초순수 분야
발전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3

Chair

김형숙(K-water)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3

Chair

탁세완(K-water)

16:45 – 16:55

개회/인사
탁세완(K-water)

16:55 – 17:05

초순수 국외동향 및 우리나라 과제
강석태(KAIST)

17:05 – 17:15

초순수 기술 자립화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경혁(K-water)

17:15 – 17:25

초순수 플랫폼센터 구축 필요성
김경성(K-water)

17:25 – 18:00

종합토론
1. 홍승관(고려대)
2. 강문성(상명대)
3. 이창하(서울대)
4. 장 암(성균관대)
5. 이국진(KEITI)
6. 이정섭(한성크린텍)
7. 이재범(K-water)
8. 권병수(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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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7: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물관리 방안 모색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5

Chair

서종국(인천대)

09:20 – 09:35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OOO) 인증사항 보고
박성연(인천상수도사업본부)

09:35 – 09:50

수돗물 신뢰도 확보 방안
류권홍(국민생각 고문변호사)

09:50 – 10:00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체감형 수도정책
장정화(수돗물시민네트워크)

10:00 – 10:35

종합토론
1. 김상남(물산업인재교육원)
2. 최진형(카톨릭환경연대)
3. 박인옥(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이수진(너나들이 검단신도시 검암맘카페)
5. 안혜준(시민대표)

전문세션 8: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급수체계 장기발전
전략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5

Chair

유병로(한밭대)

10:45 – 11:00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심현조(인천상수도사업본부)

11:00 – 11:10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상수관망 통합운영시스템
최석준((주)레오테크)

11:10 – 12:00

종합토론
1. 심현조(인천상수도사업본부)
2. 우달식(한국계면공학연구소)
3. 김형숙(K-water)
4. 최기억(디엠엔텍(주))
5. 홍석원(PPI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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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9: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5

Chair

김창균(인하대)

15:20 – 15:35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김진서(상수도사업본부)

15:35 – 15:50

위기관리체계분야 및 경영혁신분야 고찰 및 제언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

15:50 – 16:05

선진인프라 구축분야 고찰 및 제언
김주환(강원대)

16:05 – 16:20

시민참여확대분야 고찰 및 제언
이동현(수돗물시민네트워크)

16:20 – 16:35

종합토론
1. 김창균(인하대)
2. 김주환(강원대)
3.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
4. 장정화(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전문세션 1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8

Chair

최계운(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09:20 – 09:4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김소연(ICUH)

09:40 – 10:35

종합토론
1. 오병곤(행정안전부)
2. 김윤태(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이주헌(중부대)
4. 박용섭(중앙방재엔지니어링)
5. 김정식(도화엔지니어링)
6. 이영봉(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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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1: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기준 표준화 제정 방향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8

Chair

전찬기(연수구도시재생센터장)

10:45 – 11:05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기준 제정 방향
김소연(ICUH)

11:05 – 12:00

종합토론
1. 장재동(행정안전부)
2. 김윤태(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지 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배준한(유신)
5. 인현식(삼안)
6. 김익경(도화)
7. 황정운(영덕군)

전문세션 12: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품셈 제정 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8

Chair

김태환(용인대)

15:20 – 15:4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품셈 제정 방향
주재성(인천대)

15:40 – 16:35

종합토론
1. 박대영(행정안전부)
2. 정태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안태진(한경대)
4. 이성호(삼안)
5. 서붕교(가천대)
6. 강석훈(임실군)
7. 최용상(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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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3: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8

Chair

이강원(㈜GNI)

16:45 – 17:05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
이동섭(㈜피에스글로벌)

17:05 – 18:00

종합토론
1. 정인성(행정안전부)
2. 정태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이규원(동부엔지니어링)
4. 정건희(호서대)
5. 오국열(어스)
6. 문 경(나주시)

전문세션 14: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복원 및 활용방안

Date & Time

9 Nov. 09:20 - 12:00

Place

Room 206

Chair

장명숙(인천도시공사)

09:20 – 09:35

바다숲, 탄소중립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김장균(인천대)

09:35 – 09:50

인간활동과 황해 물질순환 변화
김태욱(고려대)

09:50 – 10:05

인천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뉴 패러다임
김태원(인하대)

10:05 – 10:20

갯벌의 현재와 미래가치(신재생에너지)
권순철(부산대)

10:20 – 12:00

종합토론
1. 장명숙(인천도시공사)
2. 김장균(인천대)
3. 김태욱(고려대)
4. 김태원(인하대)
5. 권순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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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5: 국내

가뭄사업 공유 및 기술
고도화 1

09:20 – 09:35

환경부 가뭄업무 소개
홍성훈(한강홍수통제소)

09:35 – 09:50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남우성(K-water)

09:50 – 10:05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기술 고도화
이호선(K-water)

10:05 – 10:20

전국가뭄취약지도 제작 추진현황
조동호((주)이산)

10:20 – 10:35

종합토론

전문세션 16: 국내

가뭄사업 공유 및 기술
고도화 2

10:45 – 11:00

북한지역 농업생산량 추정
정승택(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00 – 11:15

북한지역 수자원 평가
김주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15 – 11:30

고해상도 영상 활용방안
전태균((주)에스아이에이)

11:30 – 12:00

패널토론
- 기술연계 및 활용방안 토의
1. 이주헌(중부대)
2. 최민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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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7

Chair

홍성훈(한강홍수통제소)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7

Chair

이주헌(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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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7: 수요맞춤형 수자원관리기술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1

Chair

박용운(한강홍수통제소)

15:20 – 15:35

수요맞춤형 실시간 물 이용체계 기반 구축
이배성(삼안)

15:35 – 15:50

하천 인근 지하수 영향평가기술 시범적용 및 개선
손경환(한강홍수통제소)

15:50 – 16:05

국가 수문조사망 구축
김치영(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6:05 – 16:20

수자원 물환경 용어 표준화
전경수(성균관대)

16:20 – 16:35

시험운영을 통한 비접촉식 표면유속계 하천 유량측정 적용성 검토
노영신(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문세션 18: 신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개선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1

Chair

정현교(한강홍수통제소)

16:45 – 17:00

강우레이더 기반 도시침수 위험도 예측 연구
황석환(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00 – 17:15

전파강수관측소 추정강우를 활용한 하천수위 상승 예측 연구
윤성심(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15 – 17:30

초단기 홍수예측 병합자료 개발과 홍수예보 시범적용
조요한(한강홍수통제소)

17:30 – 17:40

AI기술을 활용한 홍수 에보체계 개발 현황
김형준(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40 –18: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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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9: 스마트 상수도 유지관리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2

Chair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20 – 09:35

스마트 상수도 수질 유지관리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35 – 09:50

감성분석을 활용한 상수도 품질관리
최용준 (국민대)

09:50 – 10:05

사물인터넷 디지털 수도 미터 기술
최석준(레오테크)

10:05 – 10:20

빅데이타 기반 물 사용패턴 분석기술 사례분석
변성준(ICUH)

10:20 – 10:35

종합토론
1.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변성준(ICUH)

전문세션 20: 하수처리

자율공정제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2

Chair

김종규(신한대)

10:45 – 11:00

MLE 공정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응용방안
김신걸(노아에스앤씨)

11:00 – 11:15

인공지능 기반 하수처리시설 시뮬레이터 개발
변성준((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1:15 – 11:30

미생물 산소호흡률 기반 Blower Control Logic 개발
김종규(신한대)

11:30 – 12:00

패널토론
1. 김신걸(노아에스앤씨)
2. 변성준((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3. 김종규(신한대)

36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전문세션 21: 지능형

물관리를 통한 물 문제
해결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6

Chair

김상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20 – 15:35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 관리기술개발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15:35 – 15:50

물수요·물공급·물순환 데이터 통합관리 초연결 플랫폼 기반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안일엽(한국전자기술연구원)

15:50 – 16:05

CPS 기반 도시 수자원 시스템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운영관리 의사결정 지원 기술
전환돈(서울과학기술대)

16:05 – 16:20

도시 물공급·물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이상호(국민대)

16:20 – 16:35

Pre-CPS 기반 도시수자원 계획·운영 플랫폼 구축 및 실증
박정혁(한국수자원공사)

전문세션 22: 기존

도시에서의 스마트
수재해·폭염·사회안전 실증연구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206

Chair

이수홍(연세대)

10:25 – 10:40

상세 위치기반 수해재 예·경보 서비스 실증
박종표((주)헥코리아)

10:40 – 10:55

상세 단위 폭염 정보 제공 및 저감 서비스 실증
강준석(서울대)

10:55 – 11:10

긴급구난(화재·구급대 출동) 지원 서비스 실증
안재성(서울과학기술대)

11:10 – 11:25

분산된 재난 정보의 통합·공유를 위한 안전플랫폼 구축
김용걸((주)넥스모어시스템즈)

11:25 – 11:40

종합토론
1.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2. 강준석(서울대)
3. 안재성(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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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문조사
스마트 신기술 적용과 개선방향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206

Chair

이신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00 – 09:15

드론을 이용한 하천 유량조사 기술
이태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15 – 09:30

하천 유량조사 자동화기술
조상욱(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30 – 09:45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하천 유사량조사 기술
손근수(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45 – 10:00

비접촉 센서를 이용한 토양수분량조사 기술
김기영(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0:00 - 10:15

종합토론

전문세션 24: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물관리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7

Chair

백선재(한국환경공단)

09:20 – 09:35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베토리
소병목(한국환경공단)

09:35 – 09:50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물관리
김현욱(서울시립대)

09:50 – 10:05

국내 스마트물기반시설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광태(유앤유)

10:05 – 10:20

스마트 하수도
나명호(한국환경공단)

10:20 – 10:35

종합토론
1. 유재천(한국환경공단)
2. 백선재(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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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5: 물산업과

탄소중립, 그리고
메타버스

10:45 – 11:0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탄소중립 지원전략
황준석(한국환경공단)

11:00 – 11:15

스마트 상수도 구축과 탄소중립
이두진(K-water)

11:15 – 11:30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
허재성(니브스코리아)

11:30 – 12:00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사례
전수지(제페톤즈)

전문세션 26: 한국형

스마트팜
K-Plant 수출 사업화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7

Chair

박석훈(한국환경공단)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2

Chair

김영화(한국농어촌공사)

15:20 – 15:35

중앙아시아 스마트팜 추진현황
이용범(한국농어촌공사)

15:35 – 15:50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펙키지사업 추진현황
최선욱(한국농어촌공사)

15:50 – 16:05

중국 이닝 스마트팜 운영 현황
박선용(한국농어촌공사)

16:05 – 16:20

식물공장 수출 추진현황
이공인(한국농어촌공사)

16:20 – 16:35

종합토론
1. 김용화(한국농어촌공사)
2. 이용범(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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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7: 스마트 빌리지 디지털전환
실증 현황 및 향후 확산전략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2

Chair

김대영(KAIST)

16:45 – 17:00

주소와 GS1 국제표준을 활용한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 전략
김대영 (KAIST)

17:00 – 17:15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로봇
박재웅 (언맨드솔루션)

17:15 – 17:30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공간정보
홍승환 (스트리스)

17:30 – 17:45

스마트빌리지 디지털트윈
윤재민(플럭시티)

17:45 – 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0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특별세션
특별세션 1: 스마트

하수관리를 위한
전국 환경공단 컨퍼런스

Date & Time

9 Nov. 09:20 – 12:00

Place

Room 304

Chair

김기형 (인천환경공단)

09:20 – 09:35

인천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배민수(인천환경공단)

09:35 – 09:50

부산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박해식(부산환경공단)

09:50 – 10:05

대구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이태우(대구환경공단)

10:05 – 10:20

대전시설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송석헌(대전시설공단))

10:20 – 10:35

광주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나종범(광주환경공단)

10:35 – 10:5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김민철(서울물재생시설공단)

10:50 – 12:00

종합토론
발표자전원

특별세션 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역할

Date & Time

9 Nov. 15:20 – 18:00

Place

Room 304

Chair

배민수(인천환경공단)

15:20 – 15:40

2030온실가스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지자체 대응방안
명소영(그린폴라리스)

15:40 – 16:00

인천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박정호(인천환경공단)

16:00 – 16: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유영섭(KEC시스템)

16:20 – 16:40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수소에너지
이종규(포항산업과학연구원)

16:40 – 18:00

종합토론
1. 명소영(그린폴라리스)
2. 박정호(인천환경공단)
3. 유영섭(KEC시스템)
4. 이종규(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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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3: 한강하구

통합 물관리 관점의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협력방안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7

Chair

안태진(한경대)

15:20 – 15:40

한강하구 통합 물관리 관점의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협력방안
박주희((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5:40 – 16:35

종합토론
1. 송창근(인천대)
2. 박용섭(중앙방재엔지니어링)
3. 나유진(한국수자원공사)
4. 박정훈(도화엔지니어링)
5. 정연중(전 인천광역시)
6. 박상우(하존이애앤씨(주))

특별세션 4: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목표와 추진방향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7

Chair

윤석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45 – 17:05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목표와 추진방향
박주희((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7:05 – 18:00

종합토론
1. 최성욱(연세대)
2. 이삼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유태상(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 장창래(교통대)
5. 정연중(전 인천광역시)
6 .장석환(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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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5: Walking

on the path to SDG6

10:25 – 10:40

기후위기 대응과 물
홍일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40 – 10:55

지속가능발전과 ODA 일자리 동향
박종남(KOICA 사회적가치혁신팀)

10:55 – 11:10

젠더와 지속가능발전
오경진(여성연합)

11:10 – 11:40

종합토론
1. 김혜주((주)제이에이치서스테인)
2. 강경석((주)동성엔지니어링)
3. 이성범(원더스 인터내셔널)

특별세션 6: 스마트관망

구현을 위한
계측데이터 정보화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4

Chair

박지현((주)이에이치서스테인)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5

Chair

김재학(K-water)

16:45 – 17:00

상수도 스마트 파이프 센서 시스템 개발동향
박상혁(아이핍)

17:00 – 17:15

미생물 증식 억제 및 녹물 방지 상수도관
노승구(PPI PIPE)

17:15 – 17:30

상하수도 스마트센서기반 지능형 최적운영시스템
김종락(유앤유 연구소)

17:30 – 17:45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 물공급 시설 지능화 방안
채수권(을지대)

17:45 – 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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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7: 스마트 상하수도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7

Chair

우달식(계면공학연구소)

09:00 – 09:15

다항목 측정기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공정 개선과 에너지 저감
이민희((주)에스비이앤이)

09:15 – 09:30

열역학적 펌프성능 측정방법을 이용한 펌프효율 최적관리 기술
조금숙(리벤타코리아)

09:30 – 09:45

차단판을 설치한 수로형 자외선 소독설비
최기억(디엠엔텍(주))

09:45 – 10:00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이해
김기형(SWG학회)

10:00 - 10:15

종합토론
1. 김종규(신한대)
2. 임재림(K-water)

특별세션 8: 스마트 지하시설물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2

Chair

김진영(방재관리연구센터)

10:25 – 10:40

지하시설물의 디지털 트윈 및 신기술 동향
이강원((주)서울공간정보)

10:40 – 10:55

스마트도시법 적용과 송산그린시티 관 파손예방시스템 도입효과
윤상조((주)코위드원)

10:55 – 11:10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수도관의 3차원 시공정보 구축시스템
윤대훈(주)무브먼츠)

11:10 – 11:40

종합토론
1. 도중호(삼보기술단)
2. 곽준근(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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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9: 스마트 관로

10:25 – 10:40

IO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최석준((주)레오테크)

10:40 – 10:55

수 수용가 긴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김영규((주)에코플래그)

10:55 – 11:10

스마트 상수관로의 수질관리 발전방안
김성현((주)도화엔지니어링)

11:10 – 11:25

관로세척장치 및 적수저감 시스템
서형권((주)셈즈)

11:25 – 11:40

종합토론
1. 고양수(동부엔지니어링)
2. 조형근(유퍼스트엔지니어링)

특별세션 10: 지역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전략

09:00 – 09:10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7

Chair

조형근(유퍼스트엔지니어링)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3

Chair

이동형(인천탄소중립포럼)

인사말
구자상(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축사
김기태(경기일보)

09:10 – 09:30

지역중심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과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이원형(국회의원)

09:30 – 09:40

지역중심 에너지전환과 초록지붕캠페인
이동형(우리함께태양광발전협동조합)

09:40 – 09:50

지역으로부터의 RE100사례와 전략
김대오(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09:50 – 10:10

종합토론
1. 구자상(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 류권홍(인천탄소중립포럼)
3. 김영춘(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10:10 – 10:15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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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대학원세션: 수자원의

다원적 모델 분석과
개발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1

Chair

정승권(ICUH)

09:20 – 09:35

우리나라 도시 소유역 유출량 추정을 이한 해석적 확률모델 개발
이문영(건국대)

09:35 – 09:50

고해상도 공간분석자료와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강유진(인하대)

09:50 – 10:05

한강유역의 수분지수와 생태지수 상관성 분석
김시연(건국대)

10:05 – 10:20

저류지와 저류연못의 비점오염원 저감 모델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전 설(건국대)

10:20 – 10:35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감조하천 수위의 영향 분석
이호용(인하대)

일반세션: 하천/저수지의 흐름과 해석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3

Chair

최진탁(인천대)

10:45 – 11:00

실측기반 저수지의 그룹화를 통한 미게측 저수지 유립량 분석
이봉국(충북대)

11:00 – 11:15

하천흐름해석시스템(RAM+GUI)개발과 하천흐름해석모형 HDM-2Di 적용
엄태수(인천대)

11:15 – 11:30

하천흐름 예측을 위한 2차원 유한체적모형의 개발
신은택(인천대)

11:30 – 11:45

Convolution Neutral Network alc Hydrological Image를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유출 모형 개발
송철민(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

11:45 – 12:00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하천유량측정시설의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오동헌(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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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수자원

공급과 활용방안 및
수생태 복원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1

Chair

김주환(강원대)

10:45 – 11:00

생·공용수 공급효율화 방안에 따른 수자원 확보가능량 산정
권용현((주)헥코리아)

11:00 – 11:15

인천 아라뱃길의 생태복원과 관광활성화
김선욱(K-water)

11:15 – 11:30

실측자료 기반 미계측 저수지 공급량 산정 방안
김준기(행정안전부)

11:30 – 11:45

시설하우스 권취형 냉온매트
백상화(백상건설)

11:45 – 12:00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및 예측강우 활용방안
강호선(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일반세션: 재해 영향요소 계측 연구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3

Chair

김수전(인하대)

10:45 – 11:00

지역맞춤형 호우재해영향수준 산정기준 개발연구
이승운(ICUH)

11:00 – 11:15

도시침수 위험기준 개발 및 검증
조재웅(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15 – 11:30

가뭄대비를 위한 보령댐 용수공급 능력 평가
김진호(K-water)

11:30 – 11:45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계측센서 개발연구
문혜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45 – 12:00

전기자동차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이승운,이영미,정승권(IC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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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인천 하천마스터플랜 수립과 인천물관리
정책방향
09:20 – 09:35

도시공유재로서 하천살리기
박인옥(인천녹색연합)

09:35 – 09:50

기후변화와 인천물관리 정책방향
김영규(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09:50 – 10:05

인천 하천 마스터플랜 방향성
김성환((사)복원생태학회)

10:05 – 10:35

종합토론
1.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2.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3. 최진우(동부엔지니어링)
4. 변성준(ICUH)

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한강유역 라운드 테이블:
유역물관리와 시민사회 역할
10:45 – 11:00

한강유역네트워크 구성 과정과 활동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11:00 – 11:15

유역관리와 시민과학자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11:15 – 11:30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11:30 – 12:00

종합토론
1. 권용범(춘천경실련)
2. 김은령(서울하천유역네트워크)
3. 이광우(한강사랑)
4. 윤종훈(녹색미래)
5. 양 호(맹산생태학습원)
6.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 모임)
7. 이상현(한강유역네트워크)
8. 이헌수(북한강생명포럼)
9. 최혜자(인천물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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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5

Chair

최혜자(인천물과미래)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5

Chair

이정수(한강유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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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청라지구 하천 수질문제와 향후 개선 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5

Chair

최계운(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장)

15:20 – 15:35

인천 서구 공촌천과 심곡천의 하천 복원 실태 및 추진방향
공정숙(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

15:35 – 15:50

청라지구와 연계한 하천 수질 유지 방안
황귀상(LH 인천지역본부)

15:50 – 16:35

종합토론
1. 김홍국((사)인천서구생태하천위원회)
2. 박영규(지속가능평가원))
3. 최충식(5대강유역협의회)
4. 김병기(인천시의회)

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인천시 서구 하천 복원과 거버넌스

16:45 – 17:00

인천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활동 소개
노중선((사)인천서구생태하천위원회)

17:00 – 17:15

서구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인숙(서구주민기자단)

17:15 – 18:00

종합토론
1. 김갑석((사)서구환경정화협회)
2. 이문재(늘푸른환경봉사단)
3. 이건희(대청호보전운동본부)
4. 정두용(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5

Chair

김진한(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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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1

09:00 – 09:15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김억수((사)서천생태문화학교)

09:15 – 09:30

군산지역 금강하구 연안습지 보전활동
김재승(하천사랑)

09:30 – 09:45

영산강 하구 통합관리
김도형(영산강유역네트워크)

09:45 – 10:15

종합토론
1.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2.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3. 이광우(한강사랑)
4. 윤종훈(녹색미래)

하구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2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5

Chair

진장철(춘천국제물포럼)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5

Chair

진장철(춘천국제물포럼)

10:25 – 10:40

한강하구 관리와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 제안
최혜자(인천물과미래)

10:40 – 10:55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하구공동체 실현
최충식(물포럼코리아)

10:55 – 11:10

하구보전을 위한 상하류 거버넌스
이정수(한강유역네트워크)

11:10 – 11:40

종합토론
1. 권용범(춘천경실련)
2. 이건희(국가물간리위원회)
3. 이상현(한강유역네트워크)
4. 황수옥(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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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물순환 시민포럼

Date & Time

10 Nov. 09:00 – 12:00

Place

Room 207

Chair

김수전(인하대)

09:00 – 09:15

인천 물순환 도시 이야기
정서구(인천환경공단)

09:15 – 09:30

해안 홍수 관리 방안
이명진(인하대)

09:30 – 09:45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물안보 확보
엄태수(인천대)

09:45 – 10:00

물과 환경정의
이계현(제이에이치서스테인)

10:00 – 10:15

물이 순환하는 도시
주영찬(인천대)

10:15 – 10:30

도시홍수 예·경보 방안
김종성(인하대)

10:30 – 10:45

상수도 관망의 수질사고 방지방안
김예지(인천대) (공동연구 : 김예지, 문채원, 여지현, 정승민, 최지웅, 홍수진)

10:45 – 12:0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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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좌담회 1: 고위정책좌담회

일시

11월 09일(화) 16:45 – 18:00

장소

Room 206

좌장

서애숙(대전품질연구원)

발제: 우효섭 – 탄소중립시대의 수자원과 그린 인프라 건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수명 前 K-Water 본부장
김영목 前 코이카이사장
김진영 前 인천시 부시장
안창길 ㈜유신사장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좌담회 2: 시니어좌담회

일시

11월 09일(화) 16:45 – 18:00

장소

Room 307호

좌장

서병하(인하대 명예교수)

발제: 이두진 – 스마트 상수도와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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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홍길표 前 카톨릭관동대 교수
김우구 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
김국일 ㈜이산 상임고문
최예환 강원대 명예교수
안상진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이사장
강종수 (前)유신사장
장석윤 OK건설 부회장
윤강훈 한국기술사회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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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세션
※ 발표자 : 발표시간 10분전까지 지정번호에 부착(포스터규격 : 가로90 ㎝ x 세로120 ㎝)
※ 해당시간에는 발표자가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포스터 게시판 앞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세션 1: 스마트

수자원 처리 기술의
개발전략과 응용방안

P1-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 운영&제어 설비의
도입 위한 검토현안 및 전략방안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2	상수도시설에 있어서 관망해석의 정합도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언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3	A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운영&제어 설비의
도입전략(1-A)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4	국내 하수도시설의 기술 및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사항 중에서 대안 및 대책 제언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시

11월 9일(화) 12:00– 18:00

장소

2층 프리미엄볼룸 B 앞

좌장

송창근 (인천대)

P1-10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하천유량측정시설의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오동헌, 백종석, 조상욱(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성지연, 차준호(환경부)
P1-11	도시수자원 지능화를 위한 통합관리모형의 시스템
구성 방안 연구
김하룡, 박인건,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12	정보공유 플랫폼 기반의 수재해 위험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김종환, 김하룡,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13	DSP기법 하수관로 유량계의 현장실증
신민철, 임장성, 백용주, 이충근(자인테크놀로지(주))

P1-5	P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운영&제어 설비의
도입전략(2-P)
이현동, 공명식, 곽필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14 동아시아 가뭄의 발생특성 및 시공간적 이동패턴
분석 – 3차원 시공간분석을 중심으로
유지영, 김태웅(한양대)

P1-6	하천정비사업에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슈 및 전략(G하천 사례분석)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15 전기자동차센서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이승운, 이영미, 정승권((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
원), 오상율((주)에코브레인)

P1-7	미생물 산소호흡률 기반 실시간 호기조 공기 공급량
산출 시스템 개발
김종규, 김주현, 나병길, 여우석(신한대),

P1-16 디지털트윈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관리모형
개발
김하룡, 박인건,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8	자기장 진동 충격파에 의해 발생된 나노버블을
이용한 조류 제어 관한 연구
김종규, 여우석(신한대)
P1-9	실측자료 기반의 하천수 사용량 자료 수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상욱, 오동헌, 백종석,(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차준호(금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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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세션 2: 기후변화와 홍수/가뭄,
그리고 물 특성 분석

P2-1

NSRP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조혜미, 김용탁, 권현한(세종대)

P2-2	양산천 유역 토양 포화도에 따른 강우-직접유출 관계
분석
박정웅, 박태경, Bastola Shiksha, 정영훈(경북대)
P2-3	Multi-layer_network를_이용한_기상항공_네트워크_분석
김경훈, 이호용, 유영훈, 김수전(인하대)
P2-4	홍수피해 현상기반에 따른 지역별 홍수위험 강우기준
평가
유영욱, 박정웅, 박기두, 정영훈(경북대)
P2-5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토양유기탄소 저장량 분석
추인교, 성연정, 박정웅, 정영훈(경북대)

P2-6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자원분야 정책효과분석 방향
성연정, 이상협, 박정웅, 정영훈(경북대)

P2-7	Assess extreme flood and drought vari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using satellite data
Huong Nguyen Thi, Hyun-Han Kwon(세종대)
P2-8	The_Innovative_Application_of_IoTICT_for_Aut
omated_Mine_Water_Measurement
	Dayoung Ju, Van Duc Nguyen, Sanghee Lee,
Jihwan Ahn(KIGAM)
P2-9	Investigation of Optimized Experimental
Variables for Enhanced Carbon Mineralization
in Coal Fly Ash
	Sanggyu Lee, Mohd Danish Khan, Ji Whan
Ahn(KIGAM)
P2-10	A basic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bacterial
effect of calcite and aragonite nanoparticles
derived from waste shell via carbonation
	Geunho Kim, Ji Whan Ahn(KIGAM), Lulit
Habte(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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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 10일(수) 09:00 – 12:00

장소

2층 프리미엄볼룸 B 앞

좌장

송창근 (인천대)

P2-11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by simultaneous
hydration and carbonation curing of cement
materials
SunO Kim, Jiwhan Ahn(KIGAM)
P2-12	Analysis on Water Quality Concentration by
Increasing Water Discharge from Automatic
Drain System
	Yeji Choi, Daewoong Kim, Jiyun Jang, Dongwoo
Jang(Civil and Environmental En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3	A Study on the Accuracy of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Deterioration of Pipelines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Dae Woong Kim, Ji Yun Jang, Ye Ji Choi, Dong
Woo Jang(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4	Analysis on Water Characteristics in Gul-po
Stream using Flow-Loading Equation and
Load Duration Curve
	Jiyun Jang, Daewoong Kim, Yeji Choi, Dong Woo
Jang(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5	Improving LSTM model based Flood
Forecasting using Embedding Dimension
	Sumiya Uranchimeg, Hyun-Han Kwo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Chan-Young Son,
Jeho Yoo(Department of Hangang River Basin
Head Office, K-Water)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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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부스
Exhibitions
대풍건설

㈜썬텍엔지니어링

Booth Number: 001

Booth Number: 002

Address

(04795)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44 (성수동 2가)

President 김제현

Address

(430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4길 30

President 손창식

Contact person 이동진 과장

Division 영업부

Contact person 신윤수 주임

Division 수도권본부 영업팀

Tel

02-456-7456

E-mail

Tel

02-6316-2002

E-mail

Website

www.daepoong.com

Website

http://www.xuntech-eng.co.kr

daepoong-co@hanmail.net

sys@suntech-eng.co.kr

대풍건설은 부단수 천공공법에 대한 일관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우리 회사는 2004년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환경계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동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형 중

측제어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술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소기업(INNO-BIZ)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첨단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계측 및 제어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다

대풍건설은 세계적인 기술인 EM 부단수 공법(기설관 절삭공법, 부단수

가올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S-GATE밸브 삽입공법)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후 S-GATE VALVE를 소프
트하고 경량화된 제품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하여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

■ 주요산업분야

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달청으로 부터 S-GATE VALVE가 우수조달 제

□ 수질계측기 □ 자동드레인장치

품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기술력을 공인 받음과 동시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 원격 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수돗물음수기

통해 고객 여러분께 한층 더 가까이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삼진정밀

SAMJIN PRECISION CO.,LTD

Booth Number: 003

Booth Number: 003

Address

(3436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President 정태희

Address

22, Daehwa-ro 132beon-gil, Daedeok-gu, Daejeon,
Korea

President Tae-Hee Jeong

Contact person 신바름 사원

Division 영업관리

Contact person Shin ba rum

Division Sales management

Tel

010-2166-0847

E-mail

Tel

010-2166-0847

E-mail

Website

samjinvalve.com

Website

samjinvalve.com

Csd29@sjv.co.kr

Csd29@sjv.co.kr

1991년에 수처리/환경용밸브로 시작하여 현재는 오일가스, 석유화학용 특

We started producing valves for water works and environment in

수밸브 및 시스템까지 직접 제조하고 있다. 국내밸브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

1991. Now we provide special valves for Oil and Gas, and we expand

던 다양한 가공설비와 테스트설비를 구비하여 중공업, 우주항공분야까지도

our business area to System Engineering. Equipped with various

확대해 밸브분야 세계1위 브랜드에 도전중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체를 포함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st processing facilities which are hardly

하여 국내 전 관공서는 물론 해외 3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

found in Korea, we challenge to be World No.1 brand reaching from

구축과 중동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북미시장 및 중동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heavy industry to aerospace industry area. Our products are sold to

확보하였다. 현재 수처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every government’ water works department including Korea Aerospace

밸브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통합시스템 제품을 선보여 세

Research Institute-Naro Project and exported to 35 overseas countries.

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으며 매출 1000억원대 기업으로

We lead rush to markets of North America and Middle East through

도약하고 있다.

Local Corporation offices in U.S.A and Middle East. Our current
business area is the field of water treatment systems, showcasing
integrated systems with convergence of techniques based on valve
technology. We are contributing to make the world more convenient,
jumping to 100 billion won sale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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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테크(주)

주식회사 승원

Booth Number: 004

Booth Number: 005

Address

Address

(3311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49

President 조은경

(54363) 전북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2

President 고승호

Contact person 신원섭 부사장

Division 영업팀

Tel

041-837-4601

E-mail

Website

http://www.chungjungtech.co.kr

cjt4600@hanmail.net

Contact person 서영원 이사
Tel

063-903-5969
010-8643-5969

Website

Division 영업부
E-mail

sywon5969@naver.com

http://www.sw20.co.kr

청정테크(주)는 수처리관련 전문제조업체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를 소

㈜승원은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개발 및 생산 업체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

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최선을 다하

로 전국 권역별 A/S망을 갖춘 물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정밀여과장치 KC 및

고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시작하여 청정테크(주)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업

CP인증, 직접생산, 조달등록, 특허보유, 전국 필터교체팀 구성 등 SWM사업

그레이드를 통해 상수도 관련 수위조절기,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지

을 위한 최적의 기업이라 자부합니다.

하수 관청 오염방지 장치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승원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다. 또한 하수처리 U.V 소독설비, 소수력 발전장치, 대기오염저감장치로도

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EUNG WON CO., LTD.

주식회사 미드니

Booth Number: 005

Booth Number: 006

Address

Address

(54363) JEONBUK KIMJESI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 번길 14,

BONGHWANGKONGDAN2GIL 78-32
President KO SEUNG HO
Contact person 
SEO YOUNG WON

401호
President 이계승

Division SALES PART

Contact person 박학순 부장

Division 경영전략 사업개발

E-mail

Tel

053-263-5101

E-mail

Website

www. midni.co.kr

Tel

010-8643-5969

Website

http://www.sw20.co.kr

sywon5969@naver.com

info@midni.co.kr

Seungwon Co., Ltd. is a developer and producer of tap water precision

㈜미드니는 살균장치, 종합수처리 및 산업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토탈 수처

filtration devices, based on its high technology, by region nationwide.

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상수관망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수도

It is a water management company with an A/S network. Precision

용 여과장치 3종(자동역세형, 백필터형, 카트리지형)을 개발완료하고, KC

filtration device KC and CP certification, direct production, procurement

및 CP를 획득하였으며, 자동역세형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에 선정되

registration, patent retention, and formation of a national filter

었습니다.

replacement team, etc. I am confident that it is the best company for
the SWM business. Seungwon will continue to do his best to provide
clean tap water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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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NGENGINEERING
CO.,LTD

㈜서용엔지니어링
Booth Number: 007

Booth Number: 007
Address

(467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77로 17 (송정동)

President 박철한

17, Noksansandan 77-ro, Ganseo-gu, Busan, Korea

President Chul Han, Park

Contact person 안재영 차장

Division 연구개발

Tel

031-627-2098

E-mail

010-3575-1073

jayden_seoyong@naver.com

Website

Address

www.seoyong,co,kr

Contact person Jayden Ahn
Tel

82-627-2080

Website

www.seoyong,co,kr

Division R&D dept.
E-mail
jayden_seoyong@naver.com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기업으로 20여년간 상수관망엔지니어링-전자유량

As of specializing in water supply pipe network management, We

계-관망관리장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의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업

have been in the business of water supply network engineering-

체로서 거듭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lectromagnetic flowmeter-Smart water supply management
wquiptment for over 20 years. We will continually go forward with
innovate technology to be as one og the water eupply management
company.

한국마커스(주)

Korea Markers LTD

Booth Number: 008

Booth Number: 008

Address

(61406)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15번길 22

President 남상훈

Address

(61406) 22, Mudeung-ro, 415beon-gil, Dong-gu
Gwangju, 61406, Korea

President SANG HOON NAM

Contact person 최재옥 부장

Division 영업부

Contact person JAE OK CHOI

Division Sales department

Tel

062-653-4202

E-mail

Tel

E-mail

010-9090-5548

markersmail@koreamarkers.com

+82-10-9090-5548

markersmail@koreamarkers.com

Website

Website

힌국마커스(주)는 2003년 창립 후 전자표지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개

Since its founding in 2003, KOREAMARKERS has been developing with

발 분야의 업체로서 창업 이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고객의 사랑

the sincere and

을 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since its establishment as a company in the field
of portable
underground-uni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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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솔

㈜에어박스

Booth Number: 009

Booth Number: 010

Address

Address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5G OpenLab

(216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77번길 182,

301호

(고잔동) 남동공단 116블럭 2롯트

President 오광석
Contact person 김상초 부장

President 김병주
Contact person 이경남 이사

Division 영업부

Tel

010-5897-3691

E-mail

Website

Website

www.airbox.co.kr

㈜유솔은 상수도 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상수도 관련

에어 구조물 연구개발 & 제조 전문기업

IT전문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

㈜에어박스는 2003년 에어메트리스 생산을 시작으로 수상/육상 레포츠는

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창의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

물론 학교, 소방서, 군부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에어 구조물로 범위를

다.

넓혀 왔으며, 국내 시장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Tel

070-7443-0204

Division 물 사업부
E-mail
sckim15@usolkorea.com

sales@airbox.co.kr

등 전세계 주요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는 글
로벌 에어구조물 전문업체입니다.

AIRBOX Co.,Ltd

㈜위지트에너지

Booth Number: 010

Booth Number: 011

Address

(21698) 116B-2L, NamdongIndustrial Complex 6875, Gojan-Dong, Namdong-Gu, Incheon,
SouthKorea

President KIM BYUNG JOO
Contact person
LEE KYEONG NAM
Tel

010-5897-3691

Website

www.airbox.co.kr

Address

(1266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President 윤호권
Division Sales Department

Contact person 박민호 팀장

Division SWM팀

E-mail

Tel

02-2165-2700

E-mail

Website

www.wizitenergy.com

sales@airbox.co.kr

Pmh0463@bs-group.kr

Airbox is a manufacturer of inflatable products such as Air mattress

1. ㈜위지트에너지는 스마트 계량기 제조 및 에너지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and Air track, etc. by using drop stiiches fabric. Airbox Co., Ltd is an

서,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과 관련한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솔루

air structure apecialized company which was We have expanded to

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스마트 워터 미터링(Smart Water Metering) ,

not only aqua and land leisure sports but also air structures required

파이프/배관 부식 방지 솔루션 (wCMS, wireless Cathodic Monitoring

for school, qym, fire station, and the military. Through continuous

Solution) 및 펌프 에너지 절감 솔루션 (POP, Pump Optimization Platform)

investment in reaserch and development for inflatable products,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we became a leading company in the domestic market, Also, export
business is growing in fast out brand “Air Box” has a reputation as a
globa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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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IT ENERGY CD.,LTD.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Booth Number: 011

Booth Number: 012

Address

Address

284, Yeonsam-ro, Ganam-eub, Yeoju-si, Kyeonggi-do,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KOREA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103호

President

President 강복규

Contact person
Ho Gwon Yun/ Manager
Tel

82-2-2165-2700

Website

www.wizitenergy.com

Division SWM TEAM

Contact person 한송희 행정원

Division 기획홍보팀

E-mail

Tel

031-929-0850

E-mail

Website

www.kihs.re.kr

Pmh0463@bs-group.kr

shan@kihs.re.kr

We, Wizitenergy, as a manufacturer of smart metering system and

“안전한 물, 깨끗한 물, 자연을 담은 물을 만드는 대한민국 수자원조사 핵심

solution provider of energy monitoring, have supplied Smart Water

기관”

metering system(NB-IoT, LTE Cat M1), Wireless Cathodic monitoring
system, Pump optimization platform with national water utilities and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gas utilities.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
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수환경

Booth Number: 013

Booth Number: 014

Address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지반재난실험동

Tel

052-928-8274

Website

www.ndmi.go.kr

(37180)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 1길 120-4(서문동)

President 홍계윤

President 이상권
Contact person 이상권 연구원

Address

Division 방재연구실
도시훙수연구팀
E-mail

hyejin0402@korea.kr

Contact person 이석인

Division 설계부

Tel

010-6760-3880

E-mail

Website

www.riverwater.co.kr

9247001@naver.com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지

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하천에 가동보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서 수변공간창

원하는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

출, 하천생태환경복원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고, 홍수시에는 보를 하천 바닥
으로 눕혀 수위를 낮추어 홍수피해를 막도록 고안된 가동보 제작 설치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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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Booth Number: 015

Booth Number: 016

Address

Address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미래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President 배양섭

President 김현준

Contact person 이진숙

Division 사무국

Contact person 이태우 연구원

Division 토지주택연구원

Tel

032-835-9891~3

E-mail

Tel

042-866-8474

E-mail

Website

www.igec.re.kr

Website

www.ih.or.kr

igec@igec.re.kr

twlee310@ih.or.kr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에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LH공사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국책연구과제 ‘가상물리시스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 관리기술개발’ 연구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

녹색성장 지역기반 조성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내 환경역량 민·관·

자원 문제(물부족, 수질오염 등) 심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해(누수, 적

산·학·연을 결집하여 환경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 침수 등) 증가 등의 도시의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빅데이터, AI, 디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의 쾌적

지털트윈 등의 차세대 ICT 기술과 수자원 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환경과 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조사연구·기술

하고 효율적인 도시 수자원 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소·영세기업의 환경홈닥터 및 환경설비·공정개선 지원, 산업계 실
무자·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양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ONGBANG
CORPORATION

㈜동방수기
Booth Number: 017

Booth Number: 017
Address

(0567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14 동방빌딩

President 김태호

Address

Dongbang Building, 214 oguem-ro, Songpa-gu, Seoul,
Korea

President Tae Ho, Kim

Contact person 이범석 상무

Division 사업부

Tel

02-423-3053

E-mail

Website

www.dbcorp.co.kr

bslee@dbcorp.co.kr

Contact person
Beomseog Lee
Tel

82-2-423-3053

Website

www.dbcorp.co.kr

Division Sale Part
E-mail

bslee@dbcorp.co.kr

㈜동방수기는 사람, 기술, 신뢰가 조화된 미래환경 선도기업의 기업이념을

Dong Bang Corporation has been grown as a professional enterprise

바탕으로 1988년 설립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지난 33년

for water treatment and environmental facility industrial field for

간 수처리 및 환경설비 분야의 전문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수처리

the past three decades with endless R&D and technical innovation

살균 소독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선도자로서, 액화염소설비, 저농도 및 고농

after the establishment on 1988 based on the business policy that

도 차염발생설비, 급속혼화기, 약품 및 CO2주입설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future environment leading company in the harmony among human,

동안 당사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AS 이력관리를 데이터베

technology and confidence. We are producing Chlorination system,

이스화하여 고객만족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low and high concentration On-Site Electrolytic Chlorination system,
Waterchamp, Chemicals and CO2 Dosing system. We are responding to
customer satisfaction by converting the management into 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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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리

JOINTREE Co., Ltd

Booth Number: 018

Booth Number: 018

Address

(61955)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8-1, 조인트리

President 김흥중

Address

(61955) 2
 8-1, Mareuk-ro, Seo-gu, Gwangju, Republic of
Korea

President Kim Heung Joong

Contact person 김지호 차장

Division 전략운영부

Contact person Kim Ji Ho

Division Steategic Management

Tel

010-3179-5752

E-mail

Tel

010-3179-5752

E-mail

Website

www.jointree.co.kr

Website

www.jointree.co.kr

route-77@jointree.co.kr

route-77@jointree.co.kr

저희 조인트리는 스마트 에코솔루션을 통해 시설 원예 분야에서 온실 구축

Jointree introduced a facility horticultural standard informatization

시 필요한 기자재(센서, 구동기 등) 와 관련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웹으로

solution that investigates and analyzes equipment (sensors, drivers,

3D 시각화 및 단가를 산출하는 시설원예 규격 정보화 솔루션을 도입하였

etc.) necessary for greenhouse construction in the facility horticulture

고,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통합 환경제어시스템, 물 관리 시스

field through smart eco-solution and calculates 3D visualization and

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중앙 관제 및 내·외부 환경정보 모니터링을 시스

unit price through the web. Through integrated control monitoring,

템을 구축 하였으며, 개발한 G-GAP 인증앱을 통하여 농장주의 인정 편의성

central control systems such as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을 제공하고, G-GAP 인증을 통한 국가간 농산물 무역 촉진을 기대하고 있

systems,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management

습니다.

systems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s were established. The developed G-GAP
certification app is expected to provide convenience for farmers to
recognize and promote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ountries through G-GAP certification.

㈜지앤지테크놀러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Booth Number: 019

Booth Number: 020

Address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 A동
102호, 103호, 1403호

President 조희남

Address

(2214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산로 36, 403호

President 정진우

Contact person 안조범 전무

Division 총괄

Contact person 정진우 대표

Division

Tel

032-812-0777

E-mail

Tel

E-mail

Website

http://www.pgu.co.kr

gng0777@naver.com

032-710-7132

Kgt0514@naver.com

Website

지하수 및 지열 관련 신기술(NEP)과 신제품(NEP)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3차원 공간정보구축 기술과 운영 소프트웨어

는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지하수 밀폐식상부보호공, 팩카그라우팅 유니트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철도 및 도로 노선 측량, 단지 및 도시계획 측량, 수자

의 산업화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지열 지중열교환기 분야에

원 및 수도 노선 측량, 특수 구조물 측량 등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 100여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명을 중시하는 안전

최근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업, 근거리 스마트 정보표시 사업 등 사업분야

경영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봉사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늘

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상생과 협력, 공정거래 준수를 통한 투명한 기업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하수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고
도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앤지테
크놀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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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이엔이

㈜위아

Booth Number: 021

Booth Number: 022

Address

Address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A동 401호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환경산업연구단지

A동 1001-3호(송도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President 이민희

President 이민희

Contact person 권석희 부장

Division 기술영업부

Contact person 권석희 부장

Division 기술영업부

Tel

032-561-2957

E-mail

Tel

032-561-2957

E-mail

Website

www.sbene.co.kr

Website

www.sbene.co.kr

shkwon@sbene.co.kr

shkwon@sbene.co.kr

㈜에스비이엔이(SBENE)는 수처리, 수질/악취모니터링 환경시스템 전문기

㈜위아는 2020년에 설립하여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광촉매

업으로 국내 환경수요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제품 소개, 판매, 유통뿐만 아

생산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였고, 초미세기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

니라 A/S와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2008년에 설립하여,

는 공정과 기술을 개발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AC Korea, Star-Oddi, Strathkelvin, Convergence 등 국내외 환경업체들
과 Agency를 체결하여 수질 분석장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약, 인증된 시
험법, 간편한 측정방법, 확실한 고객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에게 수질
측정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Hach Korea, LLC.

Booth Number: 023

Booth Number: 023

Address

Address

(06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아이파크타워 2)

2F, 5, Yeongdong-daero 10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President 이정섭

President JungSup Lee

Contact person

Division

Tel

02-3484-5700

E-mail

Website

https://kr.hach.com

hachkorea@hach.com

Contact person

Division

Tel

E-mail

82-(0)2-3484-5700

Website

hackkorea@hach.com

https://kr.hach.com

하크코리아는 하크(Hach)의 한국지사로 수질 분석 분야에서 전문적인 측

Hach Korea is the official subsidiary of Hach in Korea, helping ensure

정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는 높은 신뢰도의 수질

water quality.

분석장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약, 인증된 시험법, 간편한 측정방법, 확실

Water quality is something we take very seriously at Hach.

한 고객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에게 수질 측정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

We know that your water analysis has to be right, which is why we’re

고 있습니다.

dedicated to providing you with the complete solutions you need to
feel confident in your analysis.
We have been developing reliable, easy-to-use solutions, as well as
providing you with access to knowledgeable expertis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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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린자원㈜

㈜피봇기술

Booth Number: 024

Booth Number: 025

Address

Address

(36751) 경북 안동시 강남 2길 10

(22689) 인
 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D210

President 김한진

President 신흥식

Contact person 김한진 대표

Division 관리부

Contact person 김석윤 팀장

Division 기술팀

Tel

010-5337-9734

E-mail

Tel

E-mail

Website

www.kogreen.biz

kogreenbiz@hanmail.net

010-3291-3688

bbruce@naver.com

Website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그린자원(주)는 지역사회 취약계

대구경 파이프의 기계식 연결기술을 보유한 기업

층과 함께 환경정화수(樹) 생산 및 보급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당사의 기술을 적용한 스텐리스 상수도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을 진행하고, 특히 도심매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물순환,

지님.

녹조예방,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제거해 지역주민

연결구조에 기반한 상수도망 예방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디엔씨

㈜ 엔포텍디에스

Booth Number: 026

Booth Number: 027

Address

(17789) 경기도 평택시 고덕 문곡길 82-6, 디엔씨 D&C

President 김영도

Address

(1405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457-27,
713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평촌)

President 최원석

Contact person 김영도 대표

Division 연구개발 기획

Contact person 이용권 부사장

Division

Tel

010-8731-7221

E-mail

Tel

010-6264-3646

E-mail

Website

www.dnc-korea.com

Website

www.ntds.co.kr

youngdo31@naver.com

neo3585@naver.com

폐수의 전처리 장치로 초음파와 에어이젝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 엔포텍디에스는 2001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내 수환경기술연구를 목표로

유기 폐수의 전처리 가능하며 악취를 저감시킨다.

창업, 환경신기술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개발하였으며, 플러 싱게이트와
같은 다양한 하수관거 개선시스템 사업화 및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합
니다.

주식회사 케이디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Booth Number: 028

Booth Number: 029

Address

Address

(39154)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 3길 29

(21999)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미래관 103호

President 정태화

President 안상진

Contact person 이중범 연구소장 Division 기업부설연구소

Contact person 한세희 과장

Division 사무국

Tel

010-7393-7288

Tel

032-851-5731

E-mail

Website

www.kbend.net

Website

http://www.icuh.re.kr

E-mail

ked@kbend.net

주식회사 케이디는 정밀하고 저전력의 스마트 초음파 수도미터와 멀티 원
격통신기 및 관리솔루션의 기술로 스마트 워터 시티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
며, 환경 신기술, 성능인증 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환경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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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3535@hanmail.net

우리연구원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된 물분야 종합 연구 및 교
육기관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물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물정보
과학(물분야, ICT, 수학의 융합학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토대로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하여 수자
원, 하천, 상하수도, 방재, 환경 분야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연구원은
연구 뿐 아니라 각종 교육사업과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EU-ICI 사업, HydroAsia, 세계도시물포럼,
SWGIC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 끝에 설
립 10년이 흐른 지금 조직과 참여 사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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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안내 / Transportation Information

약도

자기차량 이용시
· 인천국제공항→송도컨벤시아
· 공항신도시IC → 송도방면 → 인천대교 → 연수JC → 송도국제도시/남동공단(제3경인고속도로)방
면 → 송도IC →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청방면 우측출구 → 경제자유구역/송도방면 우회전 →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앞에서유턴
버스 이용시
· 송도 쉐라톤호텔 정류장 : 6070B(인천공항 4B)
· 컨벤시아 정류장 : 6724번, 1301번, 6-1번 91번
· 송도 컨벤시아 정류장 : 780번, 6번, 8번, 92번
· 더샵 퍼스트월드 정류장 : 303번
지하철 이용시
· 인천지하철 동막역 3번 출구 하차 후 버스 환승 (8, 6, 6-1, 780번)
· 인천지하철 인천대입구역 4번 출구 하차(도보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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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By Car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Songdo ConvensiA
· Airport New Town IC → Songdo Direction → Incheondaegyo Bridge → Yeonsu JC → Songdo International
City/Namdong Industrial Complex (Gyeongin Expressway #3) Direction → Songdo IC → Right exit to
the direction of Songdo International City/Free Economic Zone Office → Take a right towards Free
Economic Zone/Songdo → Make a U-turn in front of Northeast Asia Trade Tower (NEATT)
By Bus
· Songdo Sheraton Hotel Stop : 6070B(Incheon Airport 4B)
· ConvensiA Stop : 6724, 1301, 6-1, 91
· Songdo ConvensiA Stop : 780, 6, 8, 92
· The Sharp First World Stop : 303
By Subway
· Come out of Exit 3 of Dongmak Station on the Incheon Subway Line, transfer to bus (8, 6, 6-1, 780)
· Come out of Exit 4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on the Incheon Subway Line (Approx. 10
minutes on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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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파이프 종주국 유럽에
수도관 제조기술 수출
세계최초 100년 수명
iPVC 수도관 개발

미국수도협회(AWWA)
iPVC 수도관
100년 수명 검증

100 년의 약속,
수도관!
1932년 독일에서 PVC파이프가 최초로 개발된 지 90년만에
iPVC 수도관 기술이 대한민국 중견기업 PPI PIPE에 의해
본고장 유럽으로 역수출됩니다.
iPVC 수도관은 이제 미주 시장을 넘어 유럽시장에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PPI PIPE가 대한민국 소재·부품 산업 발전사의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와 전세계 지진에
95%이상 생존하는
내진용 iPVC 수도관 개발

환경부 혁신제품 인증
미생물 증식억제 녹물 방지 수도관
(조도,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iPVC 수도관)

iPVC 수도관 제조기술
유럽 역수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TEL 031-359-0001 FAX 031-359-0010 p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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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개회사
전통적인 물 관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물 관련 신규 인프라 시설을 과학
적으로 계획하고, 기존 인프라 시설의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기술인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은 이제 초기의 개념 정립단계를 지나 실생활에서 구
체적으로 활용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극을 크게 줄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자원의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
여 공급과 배분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므로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한홍수
나 극한가뭄 사상에 의한 국민적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분야에서도 적용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땅속 관망의 상태, 관망 내 수량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저류조를 비롯한 가정 옥내배관의
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한 물 공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장 적용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관로 및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의 수질개선과 관련 시설운영의 최적화 달성은 물론, 상수도 공급 인프라
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개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음용율의 획기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2012년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이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성과는 관련 기관, 전문가 그룹, 업계 및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회원들의 부단한 협력과 노력의 결
과입니다. 그동안 황무지와 같은 토양 속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관련 기관, 전문가 그룹, 업계
및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기술을 보다 세심하게 더 혁
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에게도 이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021년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는 이와 같은 사회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과학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세션도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형태로 세
분화하여 국제세션, 기술세션, 전문세션, 특별세션, 대학원생세션, 포스터세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는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의 역사적 변천과 지정학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강의 물관리 종합계획 및
한강하구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생태벨트를 통한 해양문화공동체 건설등 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금년 통합학술대회 주제인 ‘스마트 물관리와 물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방안’에 맞춰 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
하고자 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특별세션도 준비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Jon Lan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참여하에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의
스마트워터그리드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결과들을 정부나 국회 또는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맹승진 준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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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Smart water grid (SWG) technology, which is the collaborative technology
between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and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widely being adopted in the real water management area since the
concept was recently initiated through several processes including the 7th World
Water Forum.
The concept is well adapted to cope with water shortage through the scientific
implementation of the demand control and effective distribution in the area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Also,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is concept is
now indicated in the area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water supply
facilities.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the optimization of water infrastructure through
monitoring water quantity and quality in the underground pipeline system including water treatment plants,
is responsible for the strong improvement of the direct drinking rate from tap in the public water supply
system. The reliability between suppliers and customers linked with the public water supply system can be
drastically increased through applying this technology.
The successful outcome of SWG since the introduction of SWG in 2013 is owing to the continuous effort of
the related groups, which are the related governmental and public governmental agencies, specialist groups,
the members of the society of SWG and so 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related agencies and people who contributed in overcoming the lack of education, developing the theoretical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existing technologies and newly conceptualized schemes, the
preparation of institutions for planning and 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s is still necessary. Special efforts, which are linked with national sessions, international sessions,
special sessions, special discussions, poster presentations and so on, are presented in this conference.
This 2021SWG international conference is jointly hosted by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and
Korean Woman’s Federation for Consumer in Republic of Korea to achieve the collaborative application in
the period of circular economy.
I really hope to exchange experiences and findings through this conference between participants and to
contribute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water planning and management area in the world.
I deeply express my warm welcome to all of you in this conference and special thanks to all the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big efforts to prepare this conference.
I wish your good health and happiness in your future.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Gyewoon Choi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3

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축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2021 인천한강하구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최
계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
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물 없이는 세상 어떤 생명체도 생명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물은 지구 모든 생
명체의 원천이자 소중한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지속되면서 지속가능한 물의 활용과 보전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강하구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강 하구는 국내 유일의 열린 하구로서, 담
수생태계와 해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젖줄이자 한
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한반도와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 서해바다가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특성을 갖
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한 곳, 전문기관 한 곳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인천한강하구포럼’은 이러한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
습니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를 통해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초안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
력과, 지역별 현장 견학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강하구의 다양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의 미래구상은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각자 또는 함께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더욱 깊고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
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저 또한 관심을 갖고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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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인류의 삶과 경제활동에 대변혁을 가져다주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물과 위생의 중
요성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이때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과 함께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여 수돗물을 공
급한 이곳 인천광역시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SWGIC: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물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노력과 시도가 매우 활발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AMRT 물관리 기술과 함께 탄소중립, 메타버스, 대체 수자원,
정보화, 데이터화, 네트워크 등 연관기술과 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물관리 기술
을 더욱 다이내믹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과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 영역에 우리나라 물관리 부문에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추시고 K-water 사장을 역임하신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물관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팔당댐과 한강본류에 주 취수원을 두면서 많은 섬을 포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스마트워터그리
드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이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생을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시민
운동, 환경운동 시대를 연 1세대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게 됨으로써 스마트워
터그리드 국제회의(SWGIC)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조강연을 해주실 Jon Lanm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Stockholm World Water Week) 의장님과 박재현 K-water
사장님,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모두 이 국제회의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OU를 체결해 주실 김상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님과 특별세션을 맡으시는 류권홍 국민생각 고
문변호사님,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님, 조혜진 인천대 교수님, 손동완 K-water 지방상수도처장님께도 경의를 표합
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는 인천광역시가, 학문적으로는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 분야의 역사를 새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물포럼 총재

곽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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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Welcome Address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입니다.
오늘 스마트물관리와 물가치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주제로 한 한국스마트워터그리
드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장님, 축사로 수고해주시는
한국물포럼 곽결호 총재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님과 강연하여 주실 세계
물주간 존 레인 의장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님,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 되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도
래로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관리의 패러다임도 통합물관리와 스마트한 물관리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
록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 수돗물 적수와 유충 그리고 악취, 침수, 조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개별, 목적별, 기능별 물관리에서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투명한
물정보를 바탕으로 물가치를 높이고 물순환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상하수도와 지하수, 물환경, 비점 및 수생태계, 유역통합 등 국가 물관련 정책업무를 적극 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하수도 사업,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등
의 다양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학술대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으로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한 발전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
관리 방향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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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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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재단이사장 김천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2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의
가치 향상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은, 공기, 불과 함께 우리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로 우리는 매일 숨 쉬 듯이 매일
물을 마시면서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일, 언제 어디서
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요로운 국가에서 지금은 물 부족 국가
입니다.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량과 노후배관으로 새어나가는 상수도,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시스템 등으로 물
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물 관련 기관 등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이 물 부족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
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연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
제입니다.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공급해주는 물을 인공적인 과학의 힘으로 관리하고자 연구하는
곳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이며 학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관
련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 관련 중요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도 결국은 소비자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화되어야
만 하고 소비자가 깨닫고 실천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는 물의 가치와 신뢰 제고를 주제로 물의 주요 사용자인 소비자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치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그 소중함을 간과할 수
없으며우리 소비자도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아껴쓰고, 다시쓰고, 나눠쓰는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행사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재단이사장 김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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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Program Summary

11.09 (Tues.)
Time

Room Main
Lobby

301(U)
(수용 가능 인원 8명)

302
(16명)

303
(16명)

304
(16명)

305
(15명)

306
(16명)

대학원 세션

건설기술연구원

International Session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수자원의 다원적
모델 분석과 개발

스마트 상수도
유지관리

Vietnam

M정승권

M황태문

Bui Duong

M김기형

M최혜자

M정연중

일반세션

노아에스앤씨

일반세션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한강유역
라운드 테이블
-유역물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

세션진행 준비

09:00-09:20

09:20-10:35

스마트하수관리를 인천 하천마스터플랜
위한 전국 환경공단 수립과 인천물관리
컨퍼런스 1
정책방향

한강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와 발전
방향

10:35-10:45

수자원 공급과
활용방안 및
수생태 복원

10:45-12:00

M김주환

13:30-14:20
14:20-15:00
15:00-15:20

Registration

12:00-13:30

수요맞춤형
수자원관리 기술

M이정수

M배양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환경기초시설의
한국형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DX) 스마트 운영을 위한
K-Plant 수출 사업화 플랫폼 생태계 구축 인천환경공단의 역할
1

청라지구
하천수질문제와
향후 개선방향

한강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M김영화

M김형숙

M배민수

M최계운

M김주원

KAIST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환경공단(S)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인천시 서구 하천
복원과 거버넌스

한강하구 거버넌스

M김진한

M박상우

Coffee Break

환경기초시설의
스마트 빌리지
신기술을 활용한
K-반도체 초순수분야 스마트 운영을 위한
디지털전환 실증 현황
홍수예보 체계의 개선
발전 방향
인천환경공단의 역할
및 향후 확산전략
2
M정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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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김기형

Coffee Break

한강홍수통제소

16:45-18:00

M최진탁

Plenary Session / Premier Ballroom A

M박용운
16:35-16:45

M김종규

Opening Ceremony / Premier Ballroom A

한강홍수통제소

15:20-16:35

하수처리
스마트하수관리를
하천과 저수지의
자율공정제어를 위한
위한 전국 환경공단
흐름과 유립량 분석
요소 기술 개발
컨퍼런스 2

M김대영

M탁세완

M배민수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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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16명)

203(U)
(6명)

204
(15명)

205
(16명)

206
(16명)

207
(16명)

208(U)
(7명)

한국환경공단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홍수통제소, 수공

행안부1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물관리

202

Establishment and 지방상수도 스마트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국내가뭄사업 공유
Development of
관망관리 고도화
위한 물관리 방안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 1 및 기술 고도화 A
방안
모색
hydraulic models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M백선재

Indira

M손동완

M서종국

M장명숙

M홍성훈

M최계운

한국환경공단

일반세션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공사

홍수통제소, 수공

행안부2

물산업과 탄소중립
그리고 메타버스

재해 영향요소
계측 연구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과
나아갈 방향

M박석훈

M김수전

M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

Climate Change and New Normal 시대
인천시 상수도
지능형 도시수자원
River Watershed
물관리 및 물산업 혁신과제 추진성과와
관리사업 정책
Management
전망
발전 방안
활용방안

수돗물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국내가뭄사업 공유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급수체계 장기발전 복원 및 활용방안 2 및 기술 고도화 B
위한 설계기준 제정 방향
전략
M유병로

M장명숙

M전찬기

특별세션

행안부3

사무국

M이주헌

LH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능형수자원연구단

한강 하구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적 접근
설계품셈 제정 방향
추진전략 워크샵 1

M장석환

Hyun-Han Kwon

M정승화

M김창균

M김상래

M안태진

M김태환

senior 좌담회

특별세션

한국수자원공사

특별위원회 세션

고위급 좌담회

특별세션

행안부4

새로운 물관리, 중견
선배로부터 듣는
조언
M서병하

스마트관망관리
성과지표 개발
M 홍윤식

탄소중립시대의
한강 하구의
녹색・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관망 구현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미래 상수도 진단 및
수자원 인프라건설과
협력적 접근
시스템 개발 방향
위한
계측데이터
관리
추진전략 워크샵 2
운영
정보화
M구자용

M김재학

M서애숙

M정관수

M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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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Program Summary
11.10 (Wedn.)
Time

Room Main
Lobby

301(U) (8명)

302 (16명)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대학원)

11:50-12:30

10

Registration

10:25-11:40

304 (16명)

305 (15명)

306 (16명)

특별세션

지질자원연구원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Convergence
technology for
Carbon neutral

하구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1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Junhyun Choi

M진장철

M이현동

특별세션

2021 인천물포럼

한강하구포럼

Walking on the
path to SDGs

하구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2

종합토론

박지현

M진장철

M서애숙

Hydrological analysis
지역중심의
Hydraulic modeling
based on AI and Big 탄소중립과 RE100
of runoff.
Data
<MOU>

09:00-10:15

10:15-10:25

303 (16명)

M안정규

Hyun-Han Kwon

M이동형

Coffee Break
International Session
(대학원)

특별위원회 세션

Environmental
hydrodynamics

스마트
지하시설물

M안정규

M김진영

Closing Ceremony

International Session
UNOSD
Integrating Water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SDG 6
Implementation
Youngeun.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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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U) (6명)

204 (15명)

205 (16명)

206 (16명)

207 (16명)

208(U) (7명)

특별위원회 세션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물순환시민포럼

일반세션

스마트 상하수도

Hydro Asia

S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 1

Big Data application
strategy

한국수자원기술원
수문조사 스마트
신기술 적용과
개선방향

청년이
바라보는 인천의 물

TBD

M우달식

Dongwoo Jang

Philippe
Gourbesville

Hoon Kim

M이신재

M김수전

TBD

특별세션

LH 토지주택연구원

물순환시민포럼

일반세션

기존도시에서의
Prepration for
스마트 수재해·폭염·
Closing Ceremony
사회안전 실증연구

청년이 바라보는
인천의 물

TBD

M김수전

TBD

특별위원회 세션

International Session International Session

스마트 관로

Korea-EU
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

S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 2

M조형근

Dongwoo Jang

Philippe
Gourbesville

M이수홍

202

사무국

307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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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평면도
Meeting Space Floor Plan

2층

9

10

20

8

11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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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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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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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7

24

4

25

3

15 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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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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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룸 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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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룸 A

등록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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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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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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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X2M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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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

개회식 / Opening Ceremony (9 Nov. Tues) 13:30 ~ 14:20

사회자: 김윤진 (Ms. Y.J. Kim) / (사)한국물포럼 (Korea Water Forum)

13:30 – 13:3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3:35 – 13:40

귀빈소개

13:40 – 13:45

개회사

최계운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13:45 – 14:00

축

사

박남춘 / 인천광역시 시장

축

사

곽결호 / 한국물포럼 총재

축

사

장준영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축

사

김천주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14:00 – 14:10

■

(Premier Ballroom A)

사진촬영

기조강연 / Plenary Speeches (9 Nov. Tues) 14:20 ~ 15:00

사회자: 김윤진 (Ms. Y.J. Kim) / (사)한국물포럼 (Korea Water Forum) (Premier Ballroom A)

Plenary Speech 1

기후위기 문제 해결사로서의 스마트워터그리드
The role of Smart Water Grids in addressing the world’s biggest problems
Jon Lane /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Chairman of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Next Normal 물관리

Plenary Speech 2

‘Next Normal’ Water Managemet to overcome Climate Crisis
박재현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K-Water CEO
기후위기시대 : 탄소중립과 도시물순환

Plenary Speech 3

Climate Crisis Era : Carbon Neutrality and City water circulation
김형수 /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President of Han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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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on Lane / Chairman of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KEY AREAS OF EXPERTISE:
Leadership, Management and Governance: 13 years’ experience as Chief Executive
of variou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and UN organisations. Experience in
many aspects of management. 9 years’ experience as Chair of Boards of Trustees
and/or advisory committees.
Policy and Strategy: 16 years’ experience as a senior consultant mainly in policy
and strategy at the global and national level relating to sanitation and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at a senior level with over 30
years’ experience in or relating to developing countries. Principal experience in community-managed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or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interest in sanitation and hygiene.
Countries of Experience: lived and worked in Zambia, Nepal, Malawi; also working visits to many countries
mainly in Africa and South Asia.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AWARDS:
●

Michael Lubbock Award for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clean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October 2012

●

Fellow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FICE)

December 2001

●

Member of the Malawi Institution of Engineers (MMIE)

November 2001

●

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OBE) awarded
for services to WaterAid

●

Member of the International Water Academy

●

Chartered Engineer (CEng)

●

Member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MICE)
and Renee Redfern Hunt Memorial Prize-winner

●

BA 2(i) and MA in Engineering Science at Clare College,
Cambridge, and Pressed Steel Scholar

January 2001
August 1998
May 1986
December 1985
June 1979

PRESENT POST:
Chair, Scientific Programme Committee for World Water
Week,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Mar 2021 – present

●

Leading the work of this committee: deciding the themes and content of World Water
Week; managing the SIWI Seminars; participating in the planning of plenaries, high level
panels and other events that SIWI organizes; drawing conclusions from the discussions
during the Week and disseminating them in various fora.

●

Being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World Water Week.

●

Participating on SIWI’s behalf in various international meeting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15

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Dr. Jae-Hyeon Park / K-water CEO
Dr. Jae-Hyeon Park is currently the CEO 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Daejeon, Republic of Korea. He was appointed as the 15th CEO of K-water in
February, 2020.
Dr. Park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1990. Also, he earned
a master's degree(‘92) and a doctorate(’98) in civil engineering from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completing his doctorate, Dr. Park became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ivil and Urban Engineering at Inj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00~’20). During
this period, he served as a Vice Dean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04~’06) and the Head of the Office of
Admission (‘09~‘11). He was also invited as a visiting professor of Civil Engineering at University of California
Upon his inauguration as the CEO of K-water, Dr. Park stated, “As the nation's top water agency, we will fully
respond to water disasters and establish a virtuous circl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safe and clean water through the improvement of water welfare.” Throughout his career as a water
expert,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field and is committed to improving common prosperity for all.
Dr. Park has dedicated himself to the enhancement of water welfar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establish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proving smart water technologies, and modernizing local
waterworks. Especially, he expressed his ambition to open an era of smart water management by using
various values of water as a new growth engine for K-water.
Furthermore, in the midst of the climate crisis, Dr. Park is leading the way for K-water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area of carbon neutrality. Under his leadership, K-water declared its participation in climate
crisis management and RE100, which was a first for a public corporation in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he is focusing on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throughout the company’s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factor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Net-Zero in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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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Hung-Soo Kim / President of Han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rofessor Hung Soo K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in 1983,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in
1985 and in Florida Atlantic University in 1992. In 1997, he received his Ph.D in the
same field of study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From 1997 to 1998, he worked
as a senior researcher i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became a professor at Sunmoon University from 1998 to 2003. Following this, he
became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 Inha University and is
currently teaching various water-related subjects to the university students.
His fields of studi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water resources and hydrology which
include wetland hydrology, climate change, floods and droughts, natural disasters, AI and big data, as well
as nonlinear dynamics and chaos. He also served as a hydrologist and held various positions in different
organizations: President of the Korean Wetlands Society (2016 ~ 2020), Vice President of 5 societies, a
member of the National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4 ~ 2018) and the National Wetlands Committee
(2017 ~ 2020) to name a few.
More than half of Korea's population live in areas connected to the Han River. This river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ource not just of drinking water but also industrial and agricultural water. With existing disputes of
the stakeholders, it is important that these disputes be solved and mediated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n
efficient water management plan for Han River. As a chairman and president, Hung Soo Kim is carrying out
the role of solving the problems governing Han River. He is also responsible in establishing the river’s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lan.
Starting August 2019, he became the chairman of the Han River Basin at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resolving water problems such as water shortage,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interregional
water disputes, he is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bett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humanity. Currently, he is the chairman of Han River 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starting
2019) and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Integrat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Mouth of Han River (2020 – present).

■

폐회식(시상식) / Closing Ceremony (10 November, Wedn.) 11:50 ~ 12:30

사회자: 김기형 박사 (Dr. G.H. Kim) /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Room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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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프로그램
Major Events Program
■

한강하구포럼/ Han River Estuary Forum
시 간

내 용
(1포럼) 한강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와 발전 방향

비고
좌장: 정연중 박사

한강하구 관리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김성우(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월 9일
09:20~10:35

한강하구법의 제안 배경 및 내용 – 이창희(명지대 교수)
해안과 하구역의 Resilience – 최정권(가천대 명예교수)
한강하구 유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연구 – 박창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한강하류의 중장기 발전구상 –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2포럼)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

좌장: 배양섭 교수

경기만 평화번영과 해양문화공동체건설 – 김갑곤(경기만포럼 사무처장)
11월 9일
10:45~12:00

한강하구 워터프론트 추진 방향 – 김영규(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강하구역 하천 쓰레기 차단막 유지관리 방안 – 윤석준, 이삼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장항습지의 현황과 관리 방안 – 박평수(한강하구 장항습지 보전협의회 대표)
한강하구의 갯벌 보전 – 김순래(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3포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좌장: 김주원 박사

해양생태계의 이산화탄소 저감 – 김장균(인천대 교수)
11월 9일
15:20~16:35

한강하구 섬의 생태 문화 자원 – 노형래(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장)
해양폐기물의 영향과 관련 정책 수립 –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강하구 갯벌의 생태학적 상태 평가 – 유재원(한국연안생태연구소장)
한강하구의 생태 – 최중기(인하대 명예교수)
(4포럼) 한강하구 거버넌스

좌장: 박상우 교수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수도권 및 강원도의 협력방안 – 이정수(녹색미래 대표)
11월 9일
16:45~18:00

하구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체의 역할 – 최충식(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한강하구연계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역할 강화 방안 – 최혜자(인천물과미래 대표)
한강하구연계 서구 하천 보전 활동 –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역할 – 이미숙(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5포럼)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좌장: 이현동 박사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과 미래(강화도중심) – 박흥렬( 전)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총장)
11월 10일
09:20~10:15

하구환경과 문화 보전을 위한 김포시의 역할 – 조건희(김포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한강하구의 사람들의 삶 –박정환(인천일보 편집국장)
한강하구 역사, 문화(2)_김포시관내 염하, 한강을 중심으로 – 김성환(한국하천협회 하천역사문화
특별위원장)
한강하구 접경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따른 활용방안 – 남승균(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
(6포럼) 종합토론

11월 10일
10:25~12:00

장석환(교수), 배양섭(교수), 김주원(박사), 박상우(교수), 정연중(박사), 민경석(인천시 수질환경과장),
박정환(인천일보 편집국장), 김성환(박사), 이현동(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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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치세션 / Water Value Session
시간

행 사

비고

개회식
환영사: 최계운 (사)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11월 9일
13:30~14:00

축 사1: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축 사2: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축 사3: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축 사4: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기조강연

11월 9일
14:00~15:00

1. Jon Lane 스톡홀름 세계물주간 의장
2. 박재현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3. 김형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5:00~15:20

Coffee Break

· MOU 체결 :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SWG학회
- 인사말 : 김상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 최계운 (사)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
11월 9일
15:20~16:35

· 특별세션: 물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제고
1. 수돗물과 물인권 그리고 수리권 –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변호사
2. 수돗물의 의미와 위기 –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
3. 수돗물 가치확산과 소비자 신뢰방안 – 조혜진 인천대 교수
4. 어디서나 차별없이 누리는 물복지- 손동완 K-water 지방상수도처장

16:35~16:45

Coffee Break

종합토론
좌장 최계운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토론자
11월 9일
16:45~18:00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조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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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ession / Oral Sessions
IS 1: Smart Water Implementation in
Vietnam

09:20 – 09: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09:20 - 10:35
Room 303
Dr. Bui Duong
Dr. Ikhwan Ko((주)유신)

Operational Water Model and Data Services for Vietnam and the Greater Mekong region
Duong BUI(Water Resources monitoring Division, Vietnam)

09:35 – 09:50 	Development of ANN-based groundwater level forecasting model for Mekong Delta, Vietnam
Huong VU(Hanoi Sewerage and Drainage Company No. 6, Vietnam)
09:50 – 10:05 	Rainfall-triggered landslide and debris flow hazard assessment using AI techniques AI : A case
study of Quang Ngai province, Vietnam
Phi Quang Nguyen(Systems Integration Institute Le Quy Don Universty, Vietnam)
10:05 – 10:35

Discussion and Q & A
1. Duong BUI(Water Resources monitoring Division, Vietnam)
2. Huong VU(Hanoi Sewerage and Drainage Company No. 6, Vietnam)
3. Phi Quang Nguyen(Systems Integration Institute Le Quy Don Universty, Vietnam)
4. Ikhwan Ko((주)유신)

IS 2: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hydraulic models

09:20 – 09: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09:20 - 10:35
Room 203
Dr. Indira Parajuli
Younghyun Cho(K-water)

Green Revolution via Chure Recharging to make resilient Chure
Indira Parajuli(Tribhuvan Univ.)

09:35 – 09:50 	Prediction of WWWTP Influent and Effluent Characteristics using ARIMA, ARIMAX
and Neutral Network
Nobel Ballhysa(ICUH)
09:50 – 10:05 	Smart Water Management for urban Current situation and propose some technjcal solutions
and policies for Vietnam
Thuy Le Thu(Administra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10:05 – 10:20 	Establishment of hydrological models in the Mekong pilot area using global satellite-based
water resources data (focusing on HECTRTS/HMS model application)
Younghyun Cho(K-water)
10:20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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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3: Climate Change and River
Watershed Management

15:20 – 15:35

Date & Time
Place
Chair

9 Nov. 15:20 – 16:35
Room 203
Prof. Hyun-Han Kwon
(Sejong Univ.)

LSTM-Based Prediction of Streamflow during Peak Rainfall Event of Piney River Watershed
Kola Kareem(Kyung Buk Univ.)

15:35 – 15:50	Behavior of Six Methods for Sediment Transport Capacity Estimation of Spatial-Temporal Soil
Erosion
Linh Nguyen Van(Kyung Buk Univ.)
15:50 – 16:05	Evaluating the hydrologi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nthropogenic activities in a large
basin using multi-model ensemble projections
Sabab Ali Shah(Han Yang Univ.)
16:05 – 16:20	Advances in Real-Time Urban Flood Forecasting with Computationally Efficient and Accurate
Uncertainty quantification
Doan Thi Thu Ha and Deghyu Bae(Ulsan Univ.)
16:20 – 16:35

Developing A Multiscale Surrogate Model to Estimate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Sewwandhi Chandrasekara(Sejong Univ.)

IS 4: Big Data Application Strategy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205
Prof. Hoon Kim
(INU)

09:00 – 09:15

Monitoring sleep patterns in the unconstrained and unconscious state
WeonHo Jeon(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15 – 09:30

Website Platform Construction Status for public Big Data
Bandari Sovitb(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30 – 09:45

Usage/Service Ideas of Public Standard Data – from The Contest
Navin Ranjan(Incheon National University)

09:45 – 10:00

Integrated Prediction of regional Traffic Situation Based on
Multi-Task Spatial-Temporal Network
Lei Peng(CAS)

10:00 – 10:15

Panel Discussion and Q & A
1. Younsik Hong(INU)
2. Hoon Kim(INU)
3. Hyungju Kim(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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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5: Hydrological analysis based on AI
and Big Data

09:00 – 09:15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2
Prof. Hyun-Han Kwon
(Sejong Univ.)

Opennig
Hyun-Han Kwon(Sejong Univ.)

09:15 – 09:30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for merging multiple satellite precipitation products over South
Korea
Giang Nguyen Van(Kyung Buk Univ.)
09:30 – 09:45

Assess extreme flood and drought vari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using satellite data
Huong Nguyen Thi(Sejong univ.)

09:45 – 10:00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ate variables of rainfall-runoff model and
hydrometeorological variables
Sumiya Uranchimeg(Sejong univ.)
10:00 – 10:15

Panel Discussion and Q & A
1. Shabaz Kahn (UNESCO)
2. Nidal Salim (GIWEH)

IS 6: Hydraulic modeling of runoff.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1
Prof. Jung-Kyu Ahn
(INU)

09:00 – 09:15 	Analysis of the Effect of Hydraulic Structures on River Bed Change: The Case of The Geum
River Study
Jeongmin Lee, Sung Won Park, Seongil Yeom, Jaelyong Lee, Jungkyu Ahn(INU)
09:15 – 09:30	A study on collecting well to reduce non-point pollution sources through rainwater drainage
system using infiltration
Youngin Kim, Junggun Kim, Jungkyu Ahn, Jungmin Lee, Seongil Yeom(INU)
09:30 – 09:45	A study on the developement of resource circulation type infiltration collector using waste
water purifier
Junggun Kim, Youngin kim , Seongil Yeom(INU)
09:45 – 10:00 	Numeric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ermeable Drainage System Using Unit Hydrograph
Jaelyong Lee, Jeongmin Lee, Jungkyu Ahn(INU)
10:00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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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7: Convergence

technologies with
sustainable nexus of water and Carbon
Mineralization for a green city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304
Junhyun Choi(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09:00 – 09:15 	Removal of low concentrated phosphorus from aqueous solution by waste seashell derived
Aragonite crystals synthesized through carbonation
Mohd Danish Khan
09:15 – 09:30

Innovative carbon mineralization
Nguyen Van Duc

09:30 – 09:40

Method for acid mine drainage(AMD) treatment : moving towards a circular economy
Lulit Habte

09:40 – 09:50

Neutralization and recycling high alkalinity liquor derived alkali
activation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coal fly ash by carbonation
Lai Quang Tuan

09:50 – 10:00	Carbon mineralization of Coal Fly Ash for the immobilization of Arsenic contaminated
wastewater
Chaeyeon Lim
10:00 – 10:15	Efficient removal of Arsenic(V) from wastewater by Calcium Oxide with the integration of
Carbonation
Youngju Song

IS 8: Integrating Water Policies
and Technologies for SDG 6
Implementation
10:25 – 10:30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303
YoungEun Choi
(UNOSD)

Key Note Speech
Gyewoon Choi, President of 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10:30 – 10:45	Water in the World We Want – creating evidence-based policies and practices for
water-related SDG success
Manzoor Qadir, Assistant Director, UNU-INWEH
10:45 – 11:00

SDG-PSS and UNESCO’s contribution to SDG 6 implementation
Ms. Park, Dahae, Programme Specialist, UNESCO I-WSSM

11:00 – 11:15

Korea water wo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r.Yea, Young-Do(K-eco)

11:15 – 11:30

Share the latest technologies and knowledge about water-related field to achieve SDGs
Dr. Junghun Shin, Taeyoung E&C

11:30 – 11:40

Final comments
All th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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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9: Korea-EU Educational Cooperation Date & Time
Place
Program 1 (HydroAsia)
Chair

10 Nov. 09:00 – 10:15
Room 203
DongWoo Jang
(INU)

09:00 – 09:15 	Model Analysis for Mitigation of Flood in River and Urban Area Using HEC-RAS and EPASWMM
Victor Berny(Polytech Nice-Sophia), Eun Teak Shin, Se Hyuck An,
Song Hee An, Dae Woong Kim
09:15 – 09:30

Analysis on Flood Mitigation and River Restoration in Urban Stream of Korea
Alejandro Botella Langa(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
Guetae Park, Jungmin Lee, Heesoo Chung, Jules Onfroy, Minsoo Kim

09:30 – 09:45

Design of Seung-gi stream and Guwol District for mitigation of the flood damages using
HEC-HMS and EPA-SWMMi
Ye Ji Choi, Ji yun Jang, Gerard Llobet, Antoine Gazull, Tae soo Eum

09:45 – 10:00	Development of the hydrological model in ungauged small catchment using DHI MIKE
software
Guetae Park, Philippe Gourbesbille, Dongwoo Jang
10:00 – 10:15

Hydraulic analysis for flood mitigation in mountainous small catchment using MIKE 21 FM
Songhee An*, Philippe Gourbesbille, Dongwoo Jang

IS 10: Korea-EU 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 2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203
DongWoo Jang
(INU)

10:25 – 10:40

Application of 2D SWE Culvert Model to Reno River in Italy
Amama Zied(Polytech Nice Sophia)

10:40 – 10:55

Deployment of telemetry on water networks in Cantal
Aubin CHONOSKI(Polytech Nice Sophia)

10:55 – 11:10

Study on Alternatives for the Renewal of Water Transmission in Pasteral, Spain
Carlos Babiano Galindo(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

11:10 – 11:25	A Study on Hydrometrics Data and Updating the New Caledonian Characteristic Flows
Collection
Elena Grand-Perrin(Polytech Nice Sophia)
11:25 – 11:40	Quantifying Climate Change Hydrological Impacts Using GR2M Rainfall-Runoff Model:
Case of Reyran Watershed in France
Kevis MBONYINSHUTI(Polytech Nice 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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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11: S
 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1

15:00 - 15:15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5:00 ~ 16:15
Room 204
Prof. Philippe Gourbesville
(Polytech Nice Sophia)

Realtim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water management: the AquaVar solution
Philippe Gourbesville(Polytech Nice Sophia)

15:15 - 15:30	Integrated Smart Flood Defense and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in Yongdinghe River
Basin, China
Qiang Ma(IWHR)
15:30 - 15:45

Application Digital Twin Tech to flood control in Korea
Seungbeom Kim(K-water)

15:45 - 16:00

A new method for flood discharge measurement in ungauged basin
Sainan Jiang(Wuhan University)

16:00 - 16:15

Application of Multi-Channe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o
improve DEM Data in Urban Cities
Shie Yui Liong(TMSI/NUS)

IS 12: S
 mart solutions for Floods
Management 2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6:25 - 16:40
Room 204
Prof. Philippe Gourbesville
(Polytech Nice Sophia)

16:25 - 16:40 	Water Scarcity Changes under different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scenarios, a
case study of Jinghe River Basin, China
Chaoxing Sun(IWHR)
16:40 - 16:55	Geographical cluster of flash flood hazards in Jiangxi, China: a spatial analysis perspective
Ruojing Zhang(Hohai University)
16:55 - 17:10	Data envelopment analysis of flood retention area management for large catchments: a case
study of Huai river basin, China
Xiaolei Zhang(IWHR)
17:10 - 17:20	An Ensemble Hybrid Forecasting Model for Monthly Runoff Based on Secondary
Decomposition and Gated Recurrent Unit Network
Sijia Hao(NCWU)
17:20 - 17:30	Numerical analysis of a typical extreme flash flood disaster occurred in Mianning, Sichuan
Province, China
Sun Tong(Sichuan University)
17:30 - 17:40

Numerical study on impact of sediment transport on flash flood wave propagation
Yang Qingyuan(CR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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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13: Environmental hydrodynamics

Date & Time
Place
Chair

10 Nov. 10:25 – 11:40
Room 301
Prof. Jung-Kyu Ahn
(INU)

10:25 – 10:40

Mapping spatial distribution of bed shear stress using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Dong Hyeon Kim and Jin Hwan Hwang

10:40 – 10:55

Effects of unsteady flow on the tidal turbine farm layout optimization
Wonjung Chung and Jin Hwan Hwang

10:55 – 11:10

우리나라 도시 소유역 유출량 추정을 위한 해석적 확률모델 개발
이문영, 안희진, 전설, 김시연, 정기철, 박대룡

11:10 – 11:25

저류지와 저류연못의 비점오염원 저감 모델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전설, 김시연, 이문영, 안희진, 정기철, 박대룡

11:25 – 11:40

한강유역의 수문지수와 생태지수 상관성 분석
김시연, 전설, 이문영, 안희진, 정기철, 박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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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전문세션 1: 지
 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방안

09:20 – 09:35

개회/인사
손동완(K-water)

09:35 – 09:50

사업 추진현황 및 인프라 활용방안
배현진(K-water)

09:50 – 10:00

스마트 관망관리 성과지표 개발방안
홍윤식(인천대)

10:00 – 10:10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방안
오성환(도화엔지니어링)

10:10 – 10:35

종합토론

전문세션 2: 광역(상)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과 나아갈 방향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4

Chair

손동완(K-water)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4

Chair

이상호(국민대)

10:45 – 11:00

개회/인사
오봉록(K-water)

11:00 – 11:10

광역(상) 스마트관리체계 구축계획
박진형(환경부)

11:10 – 11:20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효원(한종엔지니어링)

11:20 – 11:30

water-NET 기반의 상수도관망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사례
김경필(K-water)

11:30 – 12:00

종합토론
1. 유도근(수원대)
2. 김성한(K-water)
3. 김병수(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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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3: New

Nomal 시대 물관리 및
물산업 전망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4

Chair

정승화(K-water)

15:20 – 15:30

개회/인사
정승화(K-water)

15:30 – 15:40

글로벌 물산업 전망
고영공(K-water)

15:40 – 15:50

디지털 수자원관리와 산업동향
장동우(인천대)

15:50 – 16:00

복합적인 환경이슈에 맞는 수처리 기술의 대응
채선하(K-water)

16:00 – 16:35

종합토론
1. 김준회(환경부)
2. 김익재(KEI)

전문세션 4: 녹색·디지털기술 기반의 미래
상수도 진단 및 관리

16:45 – 16:55

개회/인사
정용채(K-water)

16:55 – 17:05

진단기반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추진방안
차인호(K-water)

17:05 – 17:15

국외 최신 노후관 비파괴 진단기술 동향
이석용(xylem 코리아)

17:15 – 17:25

스마트 밸브실로 관망진단·관리 혁신
문희근(K-water)

17:25 – 17:35

AI를 활용한 관망내 누수위치 예측
오광석(유솔)

17:35 – 18:00

종합토론
1. 김근용(서울시)
2. 안종호(한국환경연구원)
3. 배철호(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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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5: 디지털

전환(DX) 플랫폼 생태계
구축

15:20 – 15:30

개회/인사
김형숙(K-water)

15:30 – 15:40

K-water 디지털워터 플랫폼
천근호(K-water)

15:40 – 15:50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김주환(NHN)

15:50 – 16:00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박재환(K-water)

16:00 – 16:10

정수장 디지털트윈 구현
김지웅(K-water)

16:10 – 16:35

종합토론

전문세션 6: K-반도체

초순수 분야
발전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3

Chair

김형숙(K-water)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3

Chair

탁세완(K-water)

16:45 – 16:55

개회/인사
탁세완(K-water)

16:55 – 17:05

초순수 국외동향 및 우리나라 과제
강석태(KAIST)

17:05 – 17:15

초순수 기술 자립화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경혁(K-water)

17:15 – 17:25

초순수 플랫폼센터 구축 필요성
김경성(K-water)

17:25 – 18:00

종합토론
1. 홍승관(고려대)
2. 강문성(상명대)
3. 이창하(서울대)
4. 장 암(성균관대)
5. 이국진(KEITI)
6. 이정섭(한성크린텍)
7. 이재범(K-water)
8. 권병수(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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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7: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물관리 방안 모색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5

Chair

서종국(인천대)

09:20 – 09:35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OOO) 인증사항 보고
박성연(인천상수도사업본부)

09:35 – 09:50

수돗물 신뢰도 확보 방안
류권홍(국민생각 고문변호사)

09:50 – 10:00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체감형 수도정책
장정화(수돗물시민네트워크)

10:00 – 10:35

종합토론
1. 김상남(물산업인재교육원)
2. 최진형(카톨릭환경연대)
3. 박인옥(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이수진(너나들이 검단신도시 검암맘카페)
5. 안혜준(시민대표)

전문세션 8: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급수체계 장기발전
전략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5

Chair

유병로(한밭대)

10:45 – 11:00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심현조(인천상수도사업본부)

11:00 – 11:10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상수관망 통합운영시스템
최석준((주)레오테크)

11:10 – 12:00

종합토론
1. 심현조(인천상수도사업본부)
2. 우달식(한국계면공학연구소)
3. 김형숙(K-water)
4. 최기억(디엠엔텍(주))
5. 홍석원(PPI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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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9: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5

Chair

김창균(인하대)

15:20 – 15:35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김진서(상수도사업본부)

15:35 – 15:50

위기관리체계분야 및 경영혁신분야 고찰 및 제언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

15:50 – 16:05

선진인프라 구축분야 고찰 및 제언
김주환(강원대)

16:05 – 16:20

시민참여확대분야 고찰 및 제언
이동현(수돗물시민네트워크)

16:20 – 16:35

종합토론
1. 김창균(인하대)
2. 김주환(강원대)
3.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
4. 장정화(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전문세션 1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208

Chair

최계운(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09:20 – 09:4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지침 및 추진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김소연(ICUH)

09:40 – 10:35

종합토론
1. 오병곤(행정안전부)
2. 김윤태(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이주헌(중부대)
4. 박용섭(중앙방재엔지니어링)
5. 김정식(도화엔지니어링)
6. 이영봉(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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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1: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기준 표준화 제정 방향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8

Chair

전찬기(연수구도시재생센터장)

10:45 – 11:05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기준 제정 방향
김소연(ICUH)

11:05 – 12:00

종합토론
1. 장재동(행정안전부)
2. 김윤태(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지 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배준한(유신)
5. 인현식(삼안)
6. 김익경(도화)
7. 황정운(영덕군)

전문세션 12: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품셈 제정 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8

Chair

김태환(용인대)

15:20 – 15:40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설계품셈 제정 방향
주재성(인천대)

15:40 – 16:35

종합토론
1. 박대영(행정안전부)
2. 정태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안태진(한경대)
4. 이성호(삼안)
5. 서붕교(가천대)
6. 강석훈(임실군)
7. 최용상(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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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3: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8

Chair

이강원(㈜GNI)

16:45 – 17:05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향
이동섭(㈜피에스글로벌)

17:05 – 18:00

종합토론
1. 정인성(행정안전부)
2. 정태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이규원(동부엔지니어링)
4. 정건희(호서대)
5. 오국열(어스)
6. 문 경(나주시)

전문세션 14: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복원 및 활용방안

Date & Time

9 Nov. 09:20 - 12:00

Place

Room 206

Chair

장명숙(인천도시공사)

09:20 – 09:35

바다숲, 탄소중립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김장균(인천대)

09:35 – 09:50

인간활동과 황해 물질순환 변화
김태욱(고려대)

09:50 – 10:05

인천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뉴 패러다임
김태원(인하대)

10:05 – 10:20

갯벌의 현재와 미래가치(신재생에너지)
권순철(부산대)

10:20 – 12:00

종합토론
1. 장명숙(인천도시공사)
2. 김장균(인천대)
3. 김태욱(고려대)
4. 김태원(인하대)
5. 권순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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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5: 국내

가뭄사업 공유 및 기술
고도화 1

09:20 – 09:35

환경부 가뭄업무 소개
홍성훈(한강홍수통제소)

09:35 – 09:50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남우성(K-water)

09:50 – 10:05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기술 고도화
이호선(K-water)

10:05 – 10:20

전국가뭄취약지도 제작 추진현황
조동호((주)이산)

10:20 – 10:35

종합토론

전문세션 16: 국내

가뭄사업 공유 및 기술
고도화 2

10:45 – 11:00

북한지역 농업생산량 추정
정승택(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00 – 11:15

북한지역 수자원 평가
김주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15 – 11:30

고해상도 영상 활용방안
전태균((주)에스아이에이)

11:30 – 12:00

패널토론
- 기술연계 및 활용방안 토의
1. 이주헌(중부대)
2. 최민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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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Room 207

Chair

홍성훈(한강홍수통제소)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7

Chair

이주헌(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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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7: 수요맞춤형 수자원관리기술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1

Chair

박용운(한강홍수통제소)

15:20 – 15:35

수요맞춤형 실시간 물 이용체계 기반 구축
이배성(삼안)

15:35 – 15:50

하천 인근 지하수 영향평가기술 시범적용 및 개선
손경환(한강홍수통제소)

15:50 – 16:05

국가 수문조사망 구축
김치영(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6:05 – 16:20

수자원 물환경 용어 표준화
전경수(성균관대)

16:20 – 16:35

시험운영을 통한 비접촉식 표면유속계 하천 유량측정 적용성 검토
노영신(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문세션 18: 신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개선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1

Chair

정현교(한강홍수통제소)

16:45 – 17:00

강우레이더 기반 도시침수 위험도 예측 연구
황석환(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00 – 17:15

전파강수관측소 추정강우를 활용한 하천수위 상승 예측 연구
윤성심(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15 – 17:30

초단기 홍수예측 병합자료 개발과 홍수예보 시범적용
조요한(한강홍수통제소)

17:30 – 17:40

AI기술을 활용한 홍수 에보체계 개발 현황
김형준(한국건설기술연구소)

17:40 –18: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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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19: 스마트 상수도 유지관리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2

Chair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20 – 09:35

스마트 상수도 수질 유지관리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09:35 – 09:50

감성분석을 활용한 상수도 품질관리
최용준 (국민대)

09:50 – 10:05

사물인터넷 디지털 수도 미터 기술
최석준(레오테크)

10:05 – 10:20

빅데이타 기반 물 사용패턴 분석기술 사례분석
변성준(ICUH)

10:20 – 10:35

종합토론
1. 황태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변성준(ICUH)

전문세션 20: 하수처리

자율공정제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2

Chair

김종규(신한대)

10:45 – 11:00

MLE 공정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응용방안
김신걸(노아에스앤씨)

11:00 – 11:15

인공지능 기반 하수처리시설 시뮬레이터 개발
변성준((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1:15 – 11:30

미생물 산소호흡률 기반 Blower Control Logic 개발
김종규(신한대)

11:30 – 12:00

패널토론
1. 김신걸(노아에스앤씨)
2. 변성준((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3. 김종규(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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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1: 지능형

물관리를 통한 물 문제
해결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6

Chair

김상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20 – 15:35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 관리기술개발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15:35 – 15:50

물수요·물공급·물순환 데이터 통합관리 초연결 플랫폼 기반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안일엽(한국전자기술연구원)

15:50 – 16:05

CPS 기반 도시 수자원 시스템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운영관리 의사결정 지원 기술
전환돈(서울과학기술대)

16:05 – 16:20

도시 물공급·물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이상호(국민대)

16:20 – 16:35

Pre-CPS 기반 도시수자원 계획·운영 플랫폼 구축 및 실증
박정혁(한국수자원공사)

전문세션 22: 기존

도시에서의 스마트
수재해·폭염·사회안전 실증연구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206

Chair

이수홍(연세대)

10:25 – 10:40

상세 위치기반 수해재 예·경보 서비스 실증
박종표((주)헥코리아)

10:40 – 10:55

상세 단위 폭염 정보 제공 및 저감 서비스 실증
강준석(서울대)

10:55 – 11:10

긴급구난(화재·구급대 출동) 지원 서비스 실증
안재성(서울과학기술대)

11:10 – 11:25

분산된 재난 정보의 통합·공유를 위한 안전플랫폼 구축
김용걸((주)넥스모어시스템즈)

11:25 – 11:40

종합토론
1.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2. 강준석(서울대)
3. 안재성(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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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문조사
스마트 신기술 적용과 개선방향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206

Chair

이신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00 – 09:15

드론을 이용한 하천 유량조사 기술
이태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15 – 09:30

하천 유량조사 자동화기술
조상욱(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30 – 09:45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하천 유사량조사 기술
손근수(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9:45 – 10:00

비접촉 센서를 이용한 토양수분량조사 기술
김기영(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0:00 - 10:15

종합토론

전문세션 24: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물관리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7

Chair

백선재(한국환경공단)

09:20 – 09:35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베토리
소병목(한국환경공단)

09:35 – 09:50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물관리
김현욱(서울시립대)

09:50 – 10:05

국내 스마트물기반시설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광태(유앤유)

10:05 – 10:20

스마트 하수도
나명호(한국환경공단)

10:20 – 10:35

종합토론
1. 유재천(한국환경공단)
2. 백선재(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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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5: 물산업과

탄소중립, 그리고
메타버스

10:45 – 11:0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탄소중립 지원전략
황준석(한국환경공단)

11:00 – 11:15

스마트 상수도 구축과 탄소중립
이두진(K-water)

11:15 – 11:30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
허재성(니브스코리아)

11:30 – 12:00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사례
전수지(제페톤즈)

전문세션 26: 한국형

스마트팜
K-Plant 수출 사업화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7

Chair

박석훈(한국환경공단)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2

Chair

김영화(한국농어촌공사)

15:20 – 15:35

중앙아시아 스마트팜 추진현황
이용범(한국농어촌공사)

15:35 – 15:50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펙키지사업 추진현황
최선욱(한국농어촌공사)

15:50 – 16:05

중국 이닝 스마트팜 운영 현황
박선용(한국농어촌공사)

16:05 – 16:20

식물공장 수출 추진현황
이공인(한국농어촌공사)

16:20 – 16:35

종합토론
1. 김용화(한국농어촌공사)
2. 이용범(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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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세션 27: 스마트 빌리지 디지털전환
실증 현황 및 향후 확산전략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2

Chair

김대영(KAIST)

16:45 – 17:00

주소와 GS1 국제표준을 활용한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 전략
김대영 (KAIST)

17:00 – 17:15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로봇
박재웅 (언맨드솔루션)

17:15 – 17:30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공간정보
홍승환 (스트리스)

17:30 – 17:45

스마트빌리지 디지털트윈
윤재민(플럭시티)

17:45 – 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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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특별세션 1: 스마트

하수관리를 위한
전국 환경공단 컨퍼런스

Date & Time

9 Nov. 09:20 – 12:00

Place

Room 304

Chair

김기형 (인천환경공단)

09:20 – 09:35

인천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배민수(인천환경공단)

09:35 – 09:50

부산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박해식(부산환경공단)

09:50 – 10:05

대구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이태우(대구환경공단)

10:05 – 10:20

대전시설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송석헌(대전시설공단))

10:20 – 10:35

광주환경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나종범(광주환경공단)

10:35 – 10:5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김민철(서울물재생시설공단)

10:50 – 12:00

종합토론
발표자전원

특별세션 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역할

Date & Time

9 Nov. 15:20 – 18:00

Place

Room 304

Chair

배민수(인천환경공단)

15:20 – 15:40

2030온실가스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지자체 대응방안
명소영(그린폴라리스)

15:40 – 16:00

인천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박정호(인천환경공단)

16:00 – 16: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유영섭(KEC시스템)

16:20 – 16:40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수소에너지
이종규(포항산업과학연구원)

16:40 – 18:00

종합토론
1. 명소영(그린폴라리스)
2. 박정호(인천환경공단)
3. 유영섭(KEC시스템)
4. 이종규(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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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3: 한강하구

통합 물관리 관점의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협력방안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207

Chair

안태진(한경대)

15:20 – 15:40

한강하구 통합 물관리 관점의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협력방안
박주희((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5:40 – 16:35

종합토론
1. 송창근(인천대)
2. 박용섭(중앙방재엔지니어링)
3. 나유진(한국수자원공사)
4. 박정훈(도화엔지니어링)
5. 정연중(전 인천광역시)
6. 박상우(하존이애앤씨(주))

특별세션 4: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목표와 추진방향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7

Chair

윤석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45 – 17:05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목표와 추진방향
박주희((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17:05 – 18:00

종합토론
1. 최성욱(연세대)
2. 이삼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유태상(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 장창래(교통대)
5. 정연중(전 인천광역시)
6 .장석환(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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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5: Walking

on the path to SDG6

10:25 – 10:40

기후위기 대응과 물
홍일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40 – 10:55

지속가능발전과 ODA 일자리 동향
박종남(KOICA 사회적가치혁신팀)

10:55 – 11:10

젠더와 지속가능발전
오경진(여성연합)

11:10 – 11:40

종합토론
1. 김혜주((주)제이에이치서스테인)
2. 강경석((주)동성엔지니어링)
3. 이성범(원더스 인터내셔널)

특별세션 6: 스마트관망

구현을 위한
계측데이터 정보화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4

Chair

박지현((주)이에이치서스테인)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205

Chair

김재학(K-water)

16:45 – 17:00

상수도 스마트 파이프 센서 시스템 개발동향
박상혁(아이핍)

17:00 – 17:15

미생물 증식 억제 및 녹물 방지 상수도관
노승구(PPI PIPE)

17:15 – 17:30

상하수도 스마트센서기반 지능형 최적운영시스템
김종락(유앤유 연구소)

17:30 – 17:45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 물공급 시설 지능화 방안
채수권(을지대)

17:45 – 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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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7: 스마트 상하수도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7

Chair

우달식(계면공학연구소)

09:00 – 09:15

다항목 측정기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공정 개선과 에너지 저감
이민희((주)에스비이앤이)

09:15 – 09:30

열역학적 펌프성능 측정방법을 이용한 펌프효율 최적관리 기술
조금숙(리벤타코리아)

09:30 – 09:45

차단판을 설치한 수로형 자외선 소독설비
최기억(디엠엔텍(주))

09:45 – 10:00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이해
김기형(SWG학회)

10:00 - 10:15

종합토론
1. 김종규(신한대)
2. 임재림(K-water)

특별세션 8: 스마트 지하시설물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2

Chair

김진영(방재관리연구센터)

10:25 – 10:40

지하시설물의 디지털 트윈 및 신기술 동향
이강원((주)서울공간정보)

10:40 – 10:55

스마트도시법 적용과 송산그린시티 관 파손예방시스템 도입효과
윤상조((주)코위드원)

10:55 – 11:10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수도관의 3차원 시공정보 구축시스템
윤대훈(주)무브먼츠)

11:10 – 11:40

종합토론
1. 도중호(삼보기술단)
2. 곽준근(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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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9: 스마트 관로

10:25 – 10:40

IO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최석준((주)레오테크)

10:40 – 10:55

수 수용가 긴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김영규((주)에코플래그)

10:55 – 11:10

스마트 상수관로의 수질관리 발전방안
김성현((주)도화엔지니어링)

11:10 – 11:25

관로세척장치 및 적수저감 시스템
서형권((주)셈즈)

11:25 – 11:40

종합토론
1. 고양수(동부엔지니어링)
2. 조형근(유퍼스트엔지니어링)

특별세션 10: 지역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전략

09:00 – 09:10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7

Chair

조형근(유퍼스트엔지니어링)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3

Chair

이동형(인천탄소중립포럼)

인사말
구자상(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축사
김기태(경기일보)

09:10 – 09:30

지역중심 탄소중립 이행 동향과 과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이원형(국회의원)

09:30 – 09:40

지역중심 에너지전환과 초록지붕캠페인
이동형(우리함께태양광발전협동조합)

09:40 – 09:50

지역으로부터의 RE100사례와 전략
김대오(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09:50 – 10:10

종합토론
1. 구자상(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 류권홍(인천탄소중립포럼)
3. 김영춘(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10:10 – 10:15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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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대학원세션: 수자원의

다원적 모델 분석과
개발

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1

Chair

정승권(ICUH)

09:20 – 09:35

우리나라 도시 소유역 유출량 추정을 이한 해석적 확률모델 개발
이문영(건국대)

09:35 – 09:50

고해상도 공간분석자료와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강유진(인하대)

09:50 – 10:05

한강유역의 수분지수와 생태지수 상관성 분석
김시연(건국대)

10:05 – 10:20

저류지와 저류연못의 비점오염원 저감 모델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전 설(건국대)

10:20 – 10:35

SSP 시나리오를 이용한 감조하천 수위의 영향 분석
이호용(인하대)

일반세션: 하천/저수지의 흐름과 해석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3

Chair

최진탁(인천대)

10:45 – 11:00

실측기반 저수지의 그룹화를 통한 미게측 저수지 유립량 분석
이봉국(충북대)

11:00 – 11:15

하천흐름해석시스템(RAM+GUI)개발과 하천흐름해석모형 HDM-2Di 적용
엄태수(인천대)

11:15 – 11:30

하천흐름 예측을 위한 2차원 유한체적모형의 개발
신은택(인천대)

11:30 – 11:45

Convolution Neutral Network alc Hydrological Image를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유출 모형 개발
송철민(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

11:45 – 12:00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하천유량측정시설의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오동헌(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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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수자원

공급과 활용방안 및
수생태 복원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1

Chair

김주환(강원대)

10:45 – 11:00

생·공용수 공급효율화 방안에 따른 수자원 확보가능량 산정
권용현((주)헥코리아)

11:00 – 11:15

인천 아라뱃길의 생태복원과 관광활성화
김선욱(K-water)

11:15 – 11:30

실측자료 기반 미계측 저수지 공급량 산정 방안
김준기(행정안전부)

11:30 – 11:45

시설하우스 권취형 냉온매트
백상화(백상건설)

11:45 – 12:00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및 예측강우 활용방안
강호선(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일반세션: 재해 영향요소 계측 연구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203

Chair

김수전(인하대)

10:45 – 11:00

지역맞춤형 호우재해영향수준 산정기준 개발연구
이승운(ICUH)

11:00 – 11:15

도시침수 위험기준 개발 및 검증
조재웅(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15 – 11:30

가뭄대비를 위한 보령댐 용수공급 능력 평가
김진호(K-water)

11:30 – 11:45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계측센서 개발연구
문혜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45 – 12:00

전기자동차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이승운,이영미,정승권(IC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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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인천 하천마스터플랜 수립과 인천물관리
정책방향
09:20 – 09:35

도시공유재로서 하천살리기
박인옥(인천녹색연합)

09:35 – 09:50

기후변화와 인천물관리 정책방향
김영규(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09:50 – 10:05

인천 하천 마스터플랜 방향성
김성환((사)복원생태학회)

10:05 – 10:35

종합토론
1.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2.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3. 최진우(동부엔지니어링)
4. 변성준(ICUH)

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한강유역 라운드 테이블:
유역물관리와 시민사회 역할
10:45 – 11:00

한강유역네트워크 구성 과정과 활동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11:00 – 11:15

유역관리와 시민과학자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11:15 – 11:30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11:30 – 12:00

종합토론
1. 권용범(춘천경실련)
2. 김은령(서울하천유역네트워크)
3. 이광우(한강사랑)
4. 윤종훈(녹색미래)
5. 양 호(맹산생태학습원)
6.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 모임)
7. 이상현(한강유역네트워크)
8. 이헌수(북한강생명포럼)
9. 최혜자(인천물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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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9 Nov. 09:20 – 10:35

Place

Room 305

Chair

최혜자(인천물과미래)

Date & Time

9 Nov. 10:45 – 12:00

Place

Room 305

Chair

이정수(한강유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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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청라지구 하천 수질문제와 향후 개선 방향

Date & Time

9 Nov. 15:20 – 16:35

Place

Room 305

Chair

최계운(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장)

15:20 – 15:35

인천 서구 공촌천과 심곡천의 하천 복원 실태 및 추진방향
공정숙(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

15:35 – 15:50

청라지구와 연계한 하천 수질 유지 방안
황귀상(LH 인천지역본부)

15:50 – 16:35

종합토론
1. 김홍국((사)인천서구생태하천위원회)
2. 박영규(지속가능평가원))
3. 최충식(5대강유역협의회)
4. 김병기(인천시의회)

인천물포럼(하천살리기 추진단)
인천시 서구 하천 복원과 거버넌스

16:45 – 17:00

인천시 서구 생태하천위원회 활동 소개
노중선((사)인천서구생태하천위원회)

17:00 – 17:15

서구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인숙(서구주민기자단)

17:15 – 18:00

종합토론
1. 김갑석((사)서구환경정화협회)
2. 이문재(늘푸른환경봉사단)
3. 이건희(대청호보전운동본부)
4. 정두용(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Date & Time

9 Nov. 16:45 – 18:00

Place

Room 305

Chair

김진한(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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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1

09:00 – 09:15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김억수((사)서천생태문화학교)

09:15 – 09:30

군산지역 금강하구 연안습지 보전활동
김재승(하천사랑)

09:30 – 09:45

영산강 하구 통합관리
김도형(영산강유역네트워크)

09:45 – 10:15

종합토론
1.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2.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3. 이광우(한강사랑)
4. 윤종훈(녹색미래)

하구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국하구네트워크 2

Date & Time

10 Nov. 09:00 – 10:15

Place

Room 305

Chair

진장철(춘천국제물포럼)

Date & Time

10 Nov. 10:25 – 11:40

Place

Room 305

Chair

진장철(춘천국제물포럼)

10:25 – 10:40

한강하구 관리와 전국하구네트워크 구성 제안
최혜자(인천물과미래)

10:40 – 10:55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하구공동체 실현
최충식(물포럼코리아)

10:55 – 11:10

하구보전을 위한 상하류 거버넌스
이정수(한강유역네트워크)

11:10 – 11:40

종합토론
1. 권용범(춘천경실련)
2. 이건희(국가물간리위원회)
3. 이상현(한강유역네트워크)
4. 황수옥(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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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물순환 시민포럼

Date & Time

10 Nov. 09:00 – 12:00

Place

Room 207

Chair

김수전(인하대)

09:00 – 09:15

인천 물순환 도시 이야기
정서구(인천환경공단)

09:15 – 09:30

해안 홍수 관리 방안
이명진(인하대)

09:30 – 09:45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물안보 확보
엄태수(인천대)

09:45 – 10:00

물과 환경정의
이계현(제이에이치서스테인)

10:00 – 10:15

물이 순환하는 도시
주영찬(인천대)

10:15 – 10:30

도시홍수 예·경보 방안
김종성(인하대)

10:30 – 10:45

상수도 관망의 수질사고 방지방안
김예지(인천대) (공동연구 : 김예지, 문채원, 여지현, 정승민, 최지웅, 홍수진)

10:45 – 12:0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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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좌담회 1: 고위정책좌담회

일시

11월 09일(화) 16:45 – 18:00

장소

Room 206

좌장

서애숙(대전품질연구원)

발제: 우효섭 – 탄소중립시대의 수자원과 그린 인프라 건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수명 前 K-Water 본부장
김영목 前 코이카이사장
김진영 前 인천시 부시장
안창길 ㈜유신사장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좌담회 2: 시니어좌담회

일시

11월 09일(화) 16:45 – 18:00

장소

Room 307호

좌장

서병하(인하대 명예교수)

발제: 이두진 – 스마트 상수도와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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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홍길표 前 카톨릭관동대 교수
김우구 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
김국일 ㈜이산 상임고문
최예환 강원대 명예교수
안상진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이사장
강종수 (前)유신사장
장석윤 OK건설 부회장
윤강훈 한국기술사회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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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세션
※ 발표자 : 발표시간 10분전까지 지정번호에 부착(포스터규격 : 가로90 ㎝ x 세로120 ㎝)
※ 해당시간에는 발표자가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포스터 게시판 앞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세션 1: 스마트

수자원 처리 기술의
개발전략과 응용방안

P1-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 운영&제어 설비의
도입 위한 검토현안 및 전략방안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2	상수도시설에 있어서 관망해석의 정합도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언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3	A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운영&제어 설비의
도입전략(1-A)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4	국내 하수도시설의 기술 및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사항 중에서 대안 및 대책 제언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시

11월 9일(화) 12:00– 18:00

장소

2층 프리미엄볼룸 B 앞

좌장

송창근 (인천대)

P1-10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하천유량측정시설의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오동헌, 백종석, 조상욱(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성지연, 차준호(환경부)
P1-11	도시수자원 지능화를 위한 통합관리모형의 시스템
구성 방안 연구
김하룡, 박인건,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12	정보공유 플랫폼 기반의 수재해 위험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김종환, 김하룡,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13	DSP기법 하수관로 유량계의 현장실증
신민철, 임장성, 백용주, 이충근(자인테크놀로지(주))

P1-5	P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율(자동)운영&제어 설비의
도입전략(2-P)
이현동, 공명식, 곽필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14 동아시아 가뭄의 발생특성 및 시공간적 이동패턴
분석 – 3차원 시공간분석을 중심으로
유지영, 김태웅(한양대)

P1-6	하천정비사업에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슈 및 전략(G하천 사례분석)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15 전기자동차센서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이승운, 이영미, 정승권((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
원), 오상율((주)에코브레인)

P1-7	미생물 산소호흡률 기반 실시간 호기조 공기 공급량
산출 시스템 개발
김종규, 김주현, 나병길, 여우석(신한대),

P1-16 디지털트윈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관리모형
개발
김하룡, 박인건, 이정민(한국토지주택공사)

P1-8	자기장 진동 충격파에 의해 발생된 나노버블을
이용한 조류 제어 관한 연구
김종규, 여우석(신한대)
P1-9	실측자료 기반의 하천수 사용량 자료 수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상욱, 오동헌, 백종석,(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차준호(금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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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세션 2: 기후변화와 홍수/가뭄,
그리고 물 특성 분석

P2-1

NSRP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조혜미, 김용탁, 권현한(세종대)

P2-2	양산천 유역 토양 포화도에 따른 강우-직접유출 관계
분석
박정웅, 박태경, Bastola Shiksha, 정영훈(경북대)
P2-3	Multi-layer_network를_이용한_기상항공_네트워크_분석
김경훈, 이호용, 유영훈, 김수전(인하대)
P2-4	홍수피해 현상기반에 따른 지역별 홍수위험 강우기준
평가
유영욱, 박정웅, 박기두, 정영훈(경북대)
P2-5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토양유기탄소 저장량 분석
추인교, 성연정, 박정웅, 정영훈(경북대)

P2-6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자원분야 정책효과분석 방향
성연정, 이상협, 박정웅, 정영훈(경북대)

P2-7	Assess extreme flood and drought vari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using satellite data
Huong Nguyen Thi, Hyun-Han Kwon(세종대)
P2-8	The_Innovative_Application_of_IoTICT_for_Aut
omated_Mine_Water_Measurement
	Dayoung Ju, Van Duc Nguyen, Sanghee Lee,
Jihwan Ahn(KIGAM)
P2-9	Investigation of Optimized Experimental
Variables for Enhanced Carbon Mineralization
in Coal Fly Ash
	Sanggyu Lee, Mohd Danish Khan, Ji Whan
Ahn(KIGAM)
P2-10	A basic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bacterial
effect of calcite and aragonite nanoparticles
derived from waste shell via carbonation
	Geunho Kim, Ji Whan Ahn(KIGAM), Lulit
Habte(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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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 10일(수) 09:00 – 12:00

장소

2층 프리미엄볼룸 B 앞

좌장

송창근 (인천대)

P2-11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by simultaneous
hydration and carbonation curing of cement
materials
SunO Kim, Jiwhan Ahn(KIGAM)
P2-12	Analysis on Water Quality Concentration by
Increasing Water Discharge from Automatic
Drain System
	Yeji Choi, Daewoong Kim, Jiyun Jang, Dongwoo
Jang(Civil and Environmental En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3	A Study on the Accuracy of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Deterioration of Pipelines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Dae Woong Kim, Ji Yun Jang, Ye Ji Choi, Dong
Woo Jang(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4	Analysis on Water Characteristics in Gul-po
Stream using Flow-Loading Equation and
Load Duration Curve
	Jiyun Jang, Daewoong Kim, Yeji Choi, Dong Woo
Jang(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2-15	Improving LSTM model based Flood
Forecasting using Embedding Dimension
	Sumiya Uranchimeg, Hyun-Han Kwo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Chan-Young Son,
Jeho Yoo(Department of Hangang River Basin
Head Office,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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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건설

㈜썬텍엔지니어링

Booth Number: 001

Booth Number: 002

Address

(04795)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44 (성수동 2가)

President 김제현

Address

(430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4길 30

President 손창식

Contact person 이동진 과장

Division 영업부

Contact person 신윤수 주임

Division 수도권본부 영업팀

Tel

02-456-7456

E-mail

Tel

02-6316-2002

E-mail

Website

www.daepoong.com

Website

http://www.xuntech-eng.co.kr

daepoong-co@hanmail.net

sys@suntech-eng.co.kr

대풍건설은 부단수 천공공법에 대한 일관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우리 회사는 2004년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환경계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동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형 중

측제어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술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소기업(INNO-BIZ)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첨단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계측 및 제어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다

대풍건설은 세계적인 기술인 EM 부단수 공법(기설관 절삭공법, 부단수

가올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S-GATE밸브 삽입공법)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후 S-GATE VALVE를 소프
트하고 경량화된 제품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하여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

■ 주요산업분야

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달청으로 부터 S-GATE VALVE가 우수조달 제

□ 수질계측기 □ 자동드레인장치

품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기술력을 공인 받음과 동시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 원격 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수돗물음수기

통해 고객 여러분께 한층 더 가까이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삼진정밀

SAMJIN PRECISION CO.,LTD

Booth Number: 003

Booth Number: 003

Address

(3436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22

President 정태희

Address

22, Daehwa-ro 132beon-gil, Daedeok-gu, Daejeon,
Korea

President Tae-Hee Jeong

Contact person 신바름 사원

Division 영업관리

Contact person Shin ba rum

Division Sales management

Tel

010-2166-0847

E-mail

Tel

010-2166-0847

E-mail

Website

samjinvalve.com

Website

samjinvalve.com

Csd29@sjv.co.kr

Csd29@sjv.co.kr

1991년에 수처리/환경용밸브로 시작하여 현재는 오일가스, 석유화학용 특

We started producing valves for water works and environment in

수밸브 및 시스템까지 직접 제조하고 있다. 국내밸브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

1991. Now we provide special valves for Oil and Gas, and we expand

던 다양한 가공설비와 테스트설비를 구비하여 중공업, 우주항공분야까지도

our business area to System Engineering. Equipped with various

확대해 밸브분야 세계1위 브랜드에 도전중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체를 포함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st processing facilities which are hardly

하여 국내 전 관공서는 물론 해외 3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

found in Korea, we challenge to be World No.1 brand reaching from

구축과 중동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북미시장 및 중동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heavy industry to aerospace industry area. Our products are sold to

확보하였다. 현재 수처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every government’ water works department including Korea Aerospace

밸브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통합시스템 제품을 선보여 세

Research Institute-Naro Project and exported to 35 overseas countries.

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으며 매출 1000억원대 기업으로

We lead rush to markets of North America and Middle East through

도약하고 있다.

Local Corporation offices in U.S.A and Middle East. Our current
business area is the field of water treatment systems, showcasing
integrated systems with convergence of techniques based on valve
technology. We are contributing to make the world more convenient,
jumping to 100 billion won sale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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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테크(주)

주식회사 승원

Booth Number: 004

Booth Number: 005

Address

Address

(3311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49

President 조은경

(54363) 전북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2

President 고승호

Contact person 신원섭 부사장

Division 영업팀

Tel

041-837-4601

E-mail

Website

http://www.chungjungtech.co.kr

cjt4600@hanmail.net

Contact person 서영원 이사
Tel

063-903-5969
010-8643-5969

Website

Division 영업부
E-mail

sywon5969@naver.com

http://www.sw20.co.kr

청정테크(주)는 수처리관련 전문제조업체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를 소

㈜승원은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개발 및 생산 업체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

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최선을 다하

로 전국 권역별 A/S망을 갖춘 물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정밀여과장치 KC 및

고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시작하여 청정테크(주)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업

CP인증, 직접생산, 조달등록, 특허보유, 전국 필터교체팀 구성 등 SWM사업

그레이드를 통해 상수도 관련 수위조절기,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지

을 위한 최적의 기업이라 자부합니다.

하수 관청 오염방지 장치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승원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다. 또한 하수처리 U.V 소독설비, 소수력 발전장치, 대기오염저감장치로도

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EUNG WON CO., LTD.

주식회사 미드니

Booth Number: 005

Booth Number: 006

Address

Address

(54363) JEONBUK KIMJESI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 번길 14,

BONGHWANGKONGDAN2GIL 78-32
President KO SEUNG HO
Contact person 
SEO YOUNG WON

401호
President 이계승

Division SALES PART

Contact person 박학순 부장

Division 경영전략 사업개발

E-mail

Tel

053-263-5101

E-mail

Website

www. midni.co.kr

Tel

010-8643-5969

Website

http://www.sw20.co.kr

sywon5969@naver.com

info@midni.co.kr

Seungwon Co., Ltd. is a developer and producer of tap water precision

㈜미드니는 살균장치, 종합수처리 및 산업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토탈 수처

filtration devices, based on its high technology, by region nationwide.

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상수관망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수도

It is a water management company with an A/S network. Precision

용 여과장치 3종(자동역세형, 백필터형, 카트리지형)을 개발완료하고, KC

filtration device KC and CP certification, direct production, procurement

및 CP를 획득하였으며, 자동역세형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에 선정되

registration, patent retention, and formation of a national filter

었습니다.

replacement team, etc. I am confident that it is the best company for
the SWM business. Seungwon will continue to do his best to provide
clean tap water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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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NGENGINEERING
CO.,LTD

㈜서용엔지니어링
Booth Number: 007

Booth Number: 007
Address

(467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77로 17 (송정동)

President 박철한

17, Noksansandan 77-ro, Ganseo-gu, Busan, Korea

President Chul Han, Park

Contact person 안재영 차장

Division 연구개발

Tel

031-627-2098

E-mail

010-3575-1073

jayden_seoyong@naver.com

Website

Address

www.seoyong,co,kr

Contact person Jayden Ahn
Tel

82-627-2080

Website

www.seoyong,co,kr

Division R&D dept.
E-mail
jayden_seoyong@naver.com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기업으로 20여년간 상수관망엔지니어링-전자유량

As of specializing in water supply pipe network management, We

계-관망관리장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의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업

have been in the business of water supply network engineering-

체로서 거듭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lectromagnetic flowmeter-Smart water supply management
wquiptment for over 20 years. We will continually go forward with
innovate technology to be as one og the water eupply management
company.

한국마커스(주)

Korea Markers LTD

Booth Number: 008

Booth Number: 008

Address

(61406)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15번길 22

President 남상훈

Address

(61406) 22, Mudeung-ro, 415beon-gil, Dong-gu
Gwangju, 61406, Korea

President SANG HOON NAM

Contact person 최재옥 부장

Division 영업부

Contact person JAE OK CHOI

Division Sales department

Tel

062-653-4202

E-mail

Tel

E-mail

010-9090-5548

markersmail@koreamarkers.com

+82-10-9090-5548

markersmail@koreamarkers.com

Website

Website

힌국마커스(주)는 2003년 창립 후 전자표지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개

Since its founding in 2003, KOREAMARKERS has been developing with

발 분야의 업체로서 창업 이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고객의 사랑

the sincere and

을 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since its establishment as a company in the field
of portable
underground-uni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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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솔

㈜에어박스

Booth Number: 009

Booth Number: 010

Address

Address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5G OpenLab

(216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77번길 182,

301호

(고잔동) 남동공단 116블럭 2롯트

President 오광석
Contact person 김상초 부장

President 김병주
Contact person 이경남 이사

Division 영업부

Tel

010-5897-3691

E-mail

Website

Website

www.airbox.co.kr

㈜유솔은 상수도 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상수도 관련

에어 구조물 연구개발 & 제조 전문기업

IT전문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

㈜에어박스는 2003년 에어메트리스 생산을 시작으로 수상/육상 레포츠는

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한 창의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

물론 학교, 소방서, 군부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에어 구조물로 범위를

다.

넓혀 왔으며, 국내 시장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Tel

070-7443-0204

Division 물 사업부
E-mail
sckim15@usolkorea.com

sales@airbox.co.kr

등 전세계 주요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는 글
로벌 에어구조물 전문업체입니다.

AIRBOX Co.,Ltd

㈜위지트에너지

Booth Number: 010

Booth Number: 011

Address

(21698) 116B-2L, NamdongIndustrial Complex 6875, Gojan-Dong, Namdong-Gu, Incheon,
SouthKorea

President KIM BYUNG JOO
Contact person
LEE KYEONG NAM
Tel

010-5897-3691

Website

www.airbox.co.kr

Address

(1266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President 윤호권
Division Sales Department

Contact person 박민호 팀장

Division SWM팀

E-mail

Tel

02-2165-2700

E-mail

Website

www.wizitenergy.com

sales@airbox.co.kr

Pmh0463@bs-group.kr

Airbox is a manufacturer of inflatable products such as Air mattress

1. ㈜위지트에너지는 스마트 계량기 제조 및 에너지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and Air track, etc. by using drop stiiches fabric. Airbox Co., Ltd is an

서,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과 관련한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솔루

air structure apecialized company which was We have expanded to

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스마트 워터 미터링(Smart Water Metering) ,

not only aqua and land leisure sports but also air structures required

파이프/배관 부식 방지 솔루션 (wCMS, wireless Cathodic Monitoring

for school, qym, fire station, and the military. Through continuous

Solution) 및 펌프 에너지 절감 솔루션 (POP, Pump Optimization Platform)

investment in reaserch and development for inflatable products,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we became a leading company in the domestic market, Also, export
business is growing in fast out brand “Air Box” has a reputation as a
global brand.

59

전시부스
Exhibitions
WIZIT ENERGY CD.,LTD.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Booth Number: 011

Booth Number: 012

Address

Address

284, Yeonsam-ro, Ganam-eub, Yeoju-si, Kyeonggi-do,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KOREA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103호

President

President 강복규

Contact person
Ho Gwon Yun/ Manager
Tel

82-2-2165-2700

Website

www.wizitenergy.com

Division SWM TEAM

Contact person 한송희 행정원

Division 기획홍보팀

E-mail

Tel

031-929-0850

E-mail

Website

www.kihs.re.kr

Pmh0463@bs-group.kr

shan@kihs.re.kr

We, Wizitenergy, as a manufacturer of smart metering system and

“안전한 물, 깨끗한 물, 자연을 담은 물을 만드는 대한민국 수자원조사 핵심

solution provider of energy monitoring, have supplied Smart Water

기관”

metering system(NB-IoT, LTE Cat M1), Wireless Cathodic monitoring
system, Pump optimization platform with national water utilities and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gas utilities.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
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수환경

Booth Number: 013

Booth Number: 014

Address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지반재난실험동

Tel

052-928-8274

Website

www.ndmi.go.kr

(37180)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 1길 120-4(서문동)

President 홍계윤

President 이상권
Contact person 이상권 연구원

Address

Division 방재연구실
도시훙수연구팀
E-mail

hyejin0402@korea.kr

Contact person 이석인

Division 설계부

Tel

010-6760-3880

E-mail

Website

www.riverwater.co.kr

9247001@naver.com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지

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하천에 가동보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서 수변공간창

원하는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

출, 하천생태환경복원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고, 홍수시에는 보를 하천 바닥
으로 눕혀 수위를 낮추어 홍수피해를 막도록 고안된 가동보 제작 설치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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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Booth Number: 015

Booth Number: 016

Address

Address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미래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President 배양섭

President 김현준

Contact person 이진숙

Division 사무국

Contact person 이태우 연구원

Division 토지주택연구원

Tel

032-835-9891~3

E-mail

Tel

042-866-8474

E-mail

Website

www.igec.re.kr

Website

www.ih.or.kr

igec@igec.re.kr

twlee310@ih.or.kr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에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LH공사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국책연구과제 ‘가상물리시스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 관리기술개발’ 연구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

녹색성장 지역기반 조성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내 환경역량 민·관·

자원 문제(물부족, 수질오염 등) 심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해(누수, 적

산·학·연을 결집하여 환경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 침수 등) 증가 등의 도시의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빅데이터, AI, 디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의 쾌적

지털트윈 등의 차세대 ICT 기술과 수자원 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환경과 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조사연구·기술

하고 효율적인 도시 수자원 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소·영세기업의 환경홈닥터 및 환경설비·공정개선 지원, 산업계 실
무자·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양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ONGBANG
CORPORATION

㈜동방수기
Booth Number: 017

Booth Number: 017
Address

(0567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14 동방빌딩

President 김태호

Address

Dongbang Building, 214 oguem-ro, Songpa-gu, Seoul,
Korea

President Tae Ho, Kim

Contact person 이범석 상무

Division 사업부

Tel

02-423-3053

E-mail

Website

www.dbcorp.co.kr

bslee@dbcorp.co.kr

Contact person
Beomseog Lee
Tel

82-2-423-3053

Website

www.dbcorp.co.kr

Division Sale Part
E-mail

bslee@dbcorp.co.kr

㈜동방수기는 사람, 기술, 신뢰가 조화된 미래환경 선도기업의 기업이념을

Dong Bang Corporation has been grown as a professional enterprise

바탕으로 1988년 설립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지난 33년

for water treatment and environmental facility industrial field for

간 수처리 및 환경설비 분야의 전문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수처리

the past three decades with endless R&D and technical innovation

살균 소독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선도자로서, 액화염소설비, 저농도 및 고농

after the establishment on 1988 based on the business policy that

도 차염발생설비, 급속혼화기, 약품 및 CO2주입설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future environment leading company in the harmony among human,

동안 당사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AS 이력관리를 데이터베

technology and confidence. We are producing Chlorination system,

이스화하여 고객만족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low and high concentration On-Site Electrolytic Chlorination system,
Waterchamp, Chemicals and CO2 Dosing system. We are responding to
customer satisfaction by converting the management into 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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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리

JOINTREE Co., Ltd

Booth Number: 018

Booth Number: 018

Address

(61955)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8-1, 조인트리

President 김흥중

Address

(61955) 2
 8-1, Mareuk-ro, Seo-gu, Gwangju, Republic of
Korea

President Kim Heung Joong

Contact person 김지호 차장

Division 전략운영부

Contact person Kim Ji Ho

Division Steategic Management

Tel

010-3179-5752

E-mail

Tel

010-3179-5752

E-mail

Website

www.jointree.co.kr

Website

www.jointree.co.kr

route-77@jointree.co.kr

route-77@jointree.co.kr

저희 조인트리는 스마트 에코솔루션을 통해 시설 원예 분야에서 온실 구축

Jointree introduced a facility horticultural standard informatization

시 필요한 기자재(센서, 구동기 등) 와 관련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웹으로

solution that investigates and analyzes equipment (sensors, drivers,

3D 시각화 및 단가를 산출하는 시설원예 규격 정보화 솔루션을 도입하였

etc.) necessary for greenhouse construction in the facility horticulture

고,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통합 환경제어시스템, 물 관리 시스

field through smart eco-solution and calculates 3D visualization and

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중앙 관제 및 내·외부 환경정보 모니터링을 시스

unit price through the web. Through integrated control monitoring,

템을 구축 하였으며, 개발한 G-GAP 인증앱을 통하여 농장주의 인정 편의성

central control systems such as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을 제공하고, G-GAP 인증을 통한 국가간 농산물 무역 촉진을 기대하고 있

systems,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management

습니다.

systems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s were established. The developed G-GAP
certification app is expected to provide convenience for farmers to
recognize and promote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ountries through G-GAP certification.

㈜지앤지테크놀러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Booth Number: 019

Booth Number: 020

Address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 A동
102호, 103호, 1403호

President 조희남

Address

(2214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산로 36, 403호

President 정진우

Contact person 안조범 전무

Division 총괄

Contact person 정진우 대표

Division

Tel

032-812-0777

E-mail

Tel

E-mail

Website

http://www.pgu.co.kr

gng0777@naver.com

032-710-7132

Kgt0514@naver.com

Website

지하수 및 지열 관련 신기술(NEP)과 신제품(NEP)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3차원 공간정보구축 기술과 운영 소프트웨어

는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지하수 밀폐식상부보호공, 팩카그라우팅 유니트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철도 및 도로 노선 측량, 단지 및 도시계획 측량, 수자

의 산업화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지열 지중열교환기 분야에

원 및 수도 노선 측량, 특수 구조물 측량 등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 100여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명을 중시하는 안전

최근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업, 근거리 스마트 정보표시 사업 등 사업분야

경영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봉사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늘

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상생과 협력, 공정거래 준수를 통한 투명한 기업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하수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고
도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앤지테
크놀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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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이엔이

㈜위아

Booth Number: 021

Booth Number: 022

Address

Address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A동 401호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환경산업연구단지

A동 1001-3호(송도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President 이민희

President 이민희

Contact person 권석희 부장

Division 기술영업부

Contact person 권석희 부장

Division 기술영업부

Tel

032-561-2957

E-mail

Tel

032-561-2957

E-mail

Website

www.sbene.co.kr

Website

www.sbene.co.kr

shkwon@sbene.co.kr

shkwon@sbene.co.kr

㈜에스비이엔이(SBENE)는 수처리, 수질/악취모니터링 환경시스템 전문기

㈜위아는 2020년에 설립하여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광촉매

업으로 국내 환경수요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제품 소개, 판매, 유통뿐만 아

생산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였고, 초미세기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

니라 A/S와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2008년에 설립하여,

는 공정과 기술을 개발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AC Korea, Star-Oddi, Strathkelvin, Convergence 등 국내외 환경업체들
과 Agency를 체결하여 수질 분석장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약, 인증된 시
험법, 간편한 측정방법, 확실한 고객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에게 수질
측정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Hach Korea, LLC.

Booth Number: 023

Booth Number: 023

Address

Address

(06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아이파크타워 2)

2F, 5, Yeongdong-daero 10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President 이정섭

President JungSup Lee

Contact person

Division

Tel

02-3484-5700

E-mail

Website

https://kr.hach.com

hachkorea@hach.com

Contact person

Division

Tel

E-mail

82-(0)2-3484-5700

Website

hackkorea@hach.com

https://kr.hach.com

하크코리아는 하크(Hach)의 한국지사로 수질 분석 분야에서 전문적인 측

Hach Korea is the official subsidiary of Hach in Korea, helping ensure

정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크코리아는 높은 신뢰도의 수질

water quality.

분석장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약, 인증된 시험법, 간편한 측정방법, 확실

Water quality is something we take very seriously at Hach.

한 고객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에게 수질 측정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

We know that your water analysis has to be right, which is why we’re

고 있습니다.

dedicated to providing you with the complete solutions you need to
feel confident in your analysis.
We have been developing reliable, easy-to-use solutions, as well as
providing you with access to knowledgeable expertis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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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린자원㈜

㈜피봇기술

Booth Number: 024

Booth Number: 025

Address

Address

(36751) 경북 안동시 강남 2길 10

(22689) 인
 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D210

President 김한진

President 신흥식

Contact person 김한진 대표

Division 관리부

Contact person 김석윤 팀장

Division 기술팀

Tel

010-5337-9734

E-mail

Tel

E-mail

Website

www.kogreen.biz

kogreenbiz@hanmail.net

010-3291-3688

bbruce@naver.com

Website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그린자원(주)는 지역사회 취약계

대구경 파이프의 기계식 연결기술을 보유한 기업

층과 함께 환경정화수(樹) 생산 및 보급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당사의 기술을 적용한 스텐리스 상수도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을 진행하고, 특히 도심매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물순환,

지님.

녹조예방,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제거해 지역주민

연결구조에 기반한 상수도망 예방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디엔씨

㈜ 엔포텍디에스

Booth Number: 026

Booth Number: 027

Address

(17789) 경기도 평택시 고덕 문곡길 82-6, 디엔씨 D&C

President 김영도

Address

(1405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457-27,
713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평촌)

President 최원석

Contact person 김영도 대표

Division 연구개발 기획

Contact person 이용권 부사장

Division

Tel

010-8731-7221

E-mail

Tel

010-6264-3646

E-mail

Website

www.dnc-korea.com

Website

www.ntds.co.kr

youngdo31@naver.com

neo3585@naver.com

폐수의 전처리 장치로 초음파와 에어이젝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 엔포텍디에스는 2001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내 수환경기술연구를 목표로

유기 폐수의 전처리 가능하며 악취를 저감시킨다.

창업, 환경신기술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개발하였으며, 플러 싱게이트와
같은 다양한 하수관거 개선시스템 사업화 및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합
니다.

주식회사 케이디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Booth Number: 028

Booth Number: 029

Address

Address

(39154)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 3길 29

(21999)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미래관 103호

President 정태화

President 안상진

Contact person 이중범 연구소장 Division 기업부설연구소

Contact person 한세희 과장

Division 사무국

Tel

010-7393-7288

Tel

032-851-5731

E-mail

Website

www.kbend.net

Website

http://www.icuh.re.kr

E-mail

ked@kbend.net

주식회사 케이디는 정밀하고 저전력의 스마트 초음파 수도미터와 멀티 원
격통신기 및 관리솔루션의 기술로 스마트 워터 시티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
며, 환경 신기술, 성능인증 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환경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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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3535@hanmail.net

우리연구원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된 물분야 종합 연구 및 교
육기관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물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물정보
과학(물분야, ICT, 수학의 융합학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토대로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하여 수자
원, 하천, 상하수도, 방재, 환경 분야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연구원은
연구 뿐 아니라 각종 교육사업과 국제회의를 주관하여 EU-ICI 사업, HydroAsia, 세계도시물포럼,
SWGIC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 끝에 설
립 10년이 흐른 지금 조직과 참여 사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1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

교통편 안내 / Transportation Information

약도

자기차량 이용시
· 인천국제공항→송도컨벤시아
· 공항신도시IC → 송도방면 → 인천대교 → 연수JC → 송도국제도시/남동공단(제3경인고속도로)방
면 → 송도IC →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청방면 우측출구 → 경제자유구역/송도방면 우회전 →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앞에서유턴
버스 이용시
· 송도 쉐라톤호텔 정류장 : 6070B(인천공항 4B)
· 컨벤시아 정류장 : 6724번, 1301번, 6-1번 91번
· 송도 컨벤시아 정류장 : 780번, 6번, 8번, 92번
· 더샵 퍼스트월드 정류장 : 303번
지하철 이용시
· 인천지하철 동막역 3번 출구 하차 후 버스 환승 (8, 6, 6-1, 780번)
· 인천지하철 인천대입구역 4번 출구 하차(도보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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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Useful Information

Map

By Car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Songdo ConvensiA
· Airport New Town IC → Songdo Direction → Incheondaegyo Bridge → Yeonsu JC → Songdo International
City/Namdong Industrial Complex (Gyeongin Expressway #3) Direction → Songdo IC → Right exit to
the direction of Songdo International City/Free Economic Zone Office → Take a right towards Free
Economic Zone/Songdo → Make a U-turn in front of Northeast Asia Trade Tower (NEATT)
By Bus
· Songdo Sheraton Hotel Stop : 6070B(Incheon Airport 4B)
· ConvensiA Stop : 6724, 1301, 6-1, 91
· Songdo ConvensiA Stop : 780, 6, 8, 92
· The Sharp First World Stop : 303
By Subway
· Come out of Exit 3 of Dongmak Station on the Incheon Subway Line, transfer to bus (8, 6, 6-1, 780)
· Come out of Exit 4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on the Incheon Subway Line (Approx. 10
minutes on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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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파이프 종주국 유럽에
수도관 제조기술 수출
세계최초 100년 수명
iPVC 수도관 개발

미국수도협회(AWWA)
iPVC 수도관
100년 수명 검증

100 년의 약속,
수도관!
1932년 독일에서 PVC파이프가 최초로 개발된 지 90년만에
iPVC 수도관 기술이 대한민국 중견기업 PPI PIPE에 의해
본고장 유럽으로 역수출됩니다.
iPVC 수도관은 이제 미주 시장을 넘어 유럽시장에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PPI PIPE가 대한민국 소재·부품 산업 발전사의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와 전세계 지진에
95%이상 생존하는
내진용 iPVC 수도관 개발

환경부 혁신제품 인증
미생물 증식억제 녹물 방지 수도관
(조도,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iPVC 수도관)

iPVC 수도관 제조기술
유럽 역수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TEL 031-359-0001 FAX 031-359-0010 p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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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village and Sustainable develoment
(K-water) Songsan Green City’s
Water Cycle Resident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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