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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장              소 | 대구 엑스코 325, 323A, 323B호

주              최 | 대구광역시

참가도시/기관 | 10개국 12개도시, 5개기관

참  가  대  상 | 물 산업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요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09:30~09:37 (7’   ) 식전공연 (샌드아트 라이브 쇼)

09:37~09:45 (8’) 개회 및 행사(초청자)소개

09:45~09:50 (5’) 환영사(대구시장 권영진)

09:50~10:10 (20’) 기조강연(David Purkiss, NSF International 부회장)

10:10~10:20 (10’) 물산업 협력 4자 MOU체결 *대구 – 몽펠리에 – 다이텍 – 아쿠아밸리

10:20~11:20 (60’) 물도시 라운드 테이블(지속가능한 물도시 파트너쉽 구축)

11:30~13:00 (90’) 오찬 및 휴식

13:00~15:00 (120’)

Session
물 안보

AWWA - Managing Sustainable Utilities Not Luck. Skill.

Bogota - The Water Supply in Bogotá, Colombia

Chengdu - Better Environment Better Life

Kaohsiung - Innovative Thinking on Water Resources in an Industrial City

Kumamoto - Sustainable Groundwater Preservation in Kumamoto

Orange County -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Our Key to Life

Taipei - Be Future Ready – The Convergence of OT and IT in Taipei Water

Session
물 복지

Daegu - Water Environment Policies & Future Plans of DAEGU

Fryslan - Recap: H2O DNA (WHY) WATER AS DRIVER (ECONOMIC) DEVELOPMENT (WHAT) HOW/WHO

Genesee County - Climate Change and Adaption Strategies for Wastewater Utilities

Mikkeli - The Challenge of Treasuring the Water Welfare

Montpellier -Greater Montpellier (France)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Surabaya -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Surabaya for Sustainable Urban Growth & Development

WEF - Helping Hand: Water Welfare in Austin, Texas, U.S.A

15:00~15:20 (20’) 커피브레이크

15:20~17:00 (100’) 액션플랜토론(‘물도시 파트너십 구축’ 토론 및 작성) 및 액션플랜 선언

18:00~ 환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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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Sep. 5(Thu), 2019

Venue | Room 325, 323A and 323B, EXCO, Daegu, Republic of Korea

Host | Daegu Metropolitan City

Invited Cities / Organizations | 12 cities in 10 Countries and 5 Organizations

Participants | Government Officials, Water Specialists and Academics

Overview

Program

Time Program

09:30~09:37 (7’   ) Sand Art Live Show

09:37~09:45 (8’) Opening and Introducing Attendees

09:45~09:50 (5’) Welcoming Address

09:50~10:10 (20’) Keynote Speech
(David Purkiss, Vice President Water Systems of NSF International)

10:10~10:20 (10’) MOU Signing Ceremony for Water Industry Cooperation  
*Daegu – Montpellier – DYETEC – Aqua Valley

10:20~11:20 (60’) Water Cities Roundtable(Sustainable World Water Cities Partnership)

11:30~13:00 (90’) Luncheon and Break

13:00~15:00 (120’)

Session
Water Security

AWWA - Managing Sustainable Utilities Not Luck. Skill.

Bogota - The Water Supply in Bogotá, Colombia

Chengdu - Better Environment Better Life

Kaohsiung - Innovative Thinking on Water Resources in an Industrial City

Kumamoto - Sustainable Groundwater Preservation in Kumamoto

Orange County -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Our Key to Life

Taipei - Be Future Ready – The Convergence of OT and IT in Taipei Water

Session
Water Welfare

Daegu - Water Environment Policies & Future Plans of DAEGU

Fryslan - Recap: H2O DNA (WHY) WATER AS DRIVER (ECONOMIC) DEVELOPMENT (WHAT) HOW/WHO

Genesee County - Climate Change and Adaption Strategies for Wastewater Utilities

Mikkeli - The Challenge of Treasuring the Water Welfare

Montpellier -Greater Montpellier (France)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Surabaya -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Surabaya for Sustainable Urban Growth & Development

WEF - Helping Hand: Water Welfare in Austin, Texas, U.S.A

15:00~15:20 (20’) Coffee Break

15:20~17:00 (100’) Action Plan Discussion and Declaration

18:00~ Welcom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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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대구에서 제5회 「세계물도시포럼」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하는 생명의 기본 권리이지만,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산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페놀사태 등 물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6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물 산업 육성프로젝트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물기술개발부터 실증·인검증·판로개척 등 시장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물 문제 해결 방안과 기술 등을 공유하여 물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계물도시포럼에 참여해 주신 각국의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5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환 영 사 세계물도시포럼 2019 시장님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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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I’m Kwon Young-Jin,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I’m very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5th 「World Water Cities Forum」 in the city of Daegu, 

a host of this wonderful event and global hub of water industry. 

Water is an essential source of all living organisms. And it’s irreplaceable, priceless 

resource on earth.

Clean water i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to support our life that must be available to 

everyone, no matter when and where you are. Unfortunately, billions of people even at this 

moment still do not have access to safe water because of multiple threats we now face; 

climate change,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This requires us to stand at the forefront of building a new growth engine, which can take 

the lead in the up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seeking solutions for sustainable way of 

development in water industry to supply clean, safe resource.

With years of knowhow and experience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water crisis - such as 

phenol spill in 1991- in the community, the city of Daegu opened the Korea Water Cluster 

this June, part of water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cluster accommodates a key infrastructure offering a one stop solution, a comprehensive 

range of service where the entire process for business cycle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est and inspection to marketing and sales is covered. This will allow the facility to leap forward 

and become the best place to fight against future water crisis in global water industry. 

I hope that the 5th 「World Water Cities Forum」 in Daegu can be a momentous venue where 

everyone shares insight and expertise to tackle water issues across the world and to secure 

the next driving force in the industry. 

Once again,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sincere appreciation to all distinguished guests 

who contributed to making this event great. 

May your life be full of blessings and happiness. 

Thank you. 

September 5, 2019 

Kwon Young-Jin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Welcome
Message Welcoming Speech for the World Water Cities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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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도시 및 기관 소개
Introduction of Cities & Organizations for WWCF 2019

AWWA

NSF International (Keynote Speaker)

•  효과적인 물 관리를 보장 할 수 있는 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제적이고 비영리적인 교육협회이다.

•  1881년에 설립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물 공급 전문협회이다.

•  공중 보건, 안전, 경제,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 공동체를 통합한다.

•  The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is an international, non-profit, scientific and educational society 

dedicated to providing total water solutions assuring the effective management of water. 

•  Founded in 1881, the Association is the largest organization of water supply professionals in the world.

•  AWWA unites the diverse water community to advance public health, safety,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1994년도에 설립된 NSF의 임무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  식품, 물, 제품 및 환경을 보호하는 공중 보건 표준과 인증의 개발 촉진을 위해 찾아온 제조업체, 규제 기관 및 

소비자들에 도움을 준다.

•독립적이고 인가된 조직으로서, 제품과 시스템을 테스트, 검사 그리고 인증하며 교육과 위험 관리를 제공한다.

•Founded in 1944, NSF’s mission is to protect and improve global human health. 

•  Manufacturers, regulators and consumers look to u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that help protect food, water,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 

•  As an independent, accredited organization, we test, inspect and certify products and systems as well as provide 

education and risk management.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미국수도협회

부회장

폴라 멕클레인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Paula Macilwaine

•  미국수도협회(AWWA)의 출판, 컨퍼런스, 국제 프로그램 지도 

Providing leadership to AWWA’s publishing, conferences, 

international programs

•  미국수도협회(AWWA) 부회장 (현) 

Present: AWWA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of AWWA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미국국립위생협회

부회장

데이비드 퍼키스

NSF International

Vice President Water Systems

David Purkiss

•  미국수도협회(AWWA) 유틸리티 품질관리 위원회 장 (전) 

Past: Chair of the AWWA Utility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  NSF International 부회장 (현) 

Present: Vice President Water Systems, NS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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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ta

•  보고타시의 도심과 농촌지역은 41개의 지역단체와 33개의 자급시스템을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보고타시의 식수 및 

하수 서비스는 EAAB 회사와 82개의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  도시에서는 보급 및 품질등이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시골에서는 전혀 같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골지역의 수로와 하수구 구역의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  In Bogotá, the drink water and sewerage service are provided in the urban perimeter, by the Company of Bogotá 

- EAAB and in the rural area by 82 water supply systems, distributed in 41 community organizations and 33 

systems of self-supply.

•  In terms of coverage, quality and continuity indicators, in the urban area, the service is provided in optimal 

conditions. However, in the rural area, the results are not the same, which translates into one of the main 

objectives: to improve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the areas of the aqueduct and sewerage in said area.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콜롬비아 보고타

주택청 자문관

라우라 마르셀라 루이스 카이세도

Bogota

Consultant of Secretary of Habitat

Laura Marcela Ruiz Caicedo

•  공공사업관리청 민간수도국 관리 (2009-2016) 

2009-2016: Sanitary Engineer of Superintendence of Public 

Services

•  보고타시 주택청 산하 공사 관리 자문관 (2016-) 

2016-Present: Consultant of Undersecretary of Planning 

and Policy in Secretary of Habitat

Genesee County

•  Genesee County 배수청 물 & 폐기물 서비스 부서에서 Genesee County와 그 주변 30개 지역사회에 AR 처리장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인구는 21만 8천명이다.

•  후론 호수의 물 처리는 카운티를 거쳐 지역사회에도 분포된다.

•  Genesee County Drain Commissioner - Division of Water & Waste Services - AR Treatment Plant serves 30 

communities in and around Genesee County. Population served is 218,000.

•  Water treatment from Lake Huron is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y to the local communities.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미국 제네시카운티

환경기초시설 총괄책임자

조셉 거겐

Genesee County

Plant Superintendent

Joseph Goergen

•  환경관리기업 시설관리자 (1995-1998) 

1995-1998: Facility Manager, Jeffersonville, Clarksville, 

Sellersburg, IN,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

•  제네시카운티 환경기초시설 총괄책임자 (1998-) 

1998-Present: Superintendent, Anthony Ragnone 

Treatment Plant, including Linden, District 7, Genesee 

County Drain Commissioner, Water Wastewa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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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slan

•  네덜란드의 12개 주 중 하나의 주이고, 교통, 수송, 자연, 풍경, 지역 계획, 공공 주택, 휴양, 관광, 환경, 복지, 공공질서 및 

보안, 물 관리, 경제 및 국제 협력과 같은 많은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  2000년도부터 독자적인 수자원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분야 동반성장의 전문적 노선을 택했다.

•  Fryslân is one the twelve provinces in the Netherlands. The province is a general authority and therefore 

responsible for a large number of policy fields such as traffic and transport, nature and landscape, town and 

country planning, public housing, recreation and tourism, environment, welfare, public order and security, water 

management, economic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rom the year 2000 the province of Fryslân has chosen for a smart specialization: knowledge based economic 

sector in the field of water technology.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네덜란드 프리슬란

지속가능혁신 선임보좌관

사이먼 타이즈마

Fryslân

Program Manager Sustainable 

Innovations

Simon Tijsma

•  North Sea Commission 경제개발 자문 

Advisor of the Economic Development Group of the North 

Sea Commission

•  지속가능한 혁신 프로그램 매니저 (2010-) 

2010-Present: Program-manager Sustainable Innovation

Water Alliance

•  2009년 설립, 네덜란드 물 기술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업, 연구소들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  국제적 비즈니스 매칭과 네트워킹, 사업개발등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

•  네덜란드 최대 규모 토론회인 워터링크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 중이다.

•  Established in 2009, the set of partnerships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Dutch water technology

•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for international business matching, networking, and business 

development

•  Hold Waterlink Symposium, the largest forum in the Netherlands annually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워터얼라이언스

대표

하인 몰렌캄

Water Alliance

Director

Hein Molenkamp

•  네덜란드 프라하 BV사 상품 매니저 (1999-2008) 

1999-2008: Product Manager of Paques BV in Netherland

•  그런포스 바이오부스터사 A/S 매니저 (2008-2009) 

2008-2009: Key Account Manager of Grundfos Bioboost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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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du

Kaohsiung

•  청두 시내의 상수도는 주로 제2, 제 5, 제 6 그리고 제 7의 상수공장이 맡고 있다. 

•  위 4개의 급수시설은 탕창타운의 바이티아오 강, 쉬옌 강, 싼따오옌, 리우지아니엔 등지에서 취수된다.

•  The water supply in downtown Chengdu is mainly undertaken by the No. 2 Waterworks Plant, No. 5 Plant, No. 6 

Plant and No. 7 Plant. 

•  The water sources of the four waterworks are taken from Baitiao River, Xuyan River, Sandaoyan and Liujianian of 

Tangchang Town.

•  카오슝은 타이완 해협의 서쪽을 마주하고, 바싀 운하를 남쪽에 두고 있고 아름답고 현대적인 대도시로서 제2 도시이다.

•  츠진도와 시내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카오슝 항구는 대만의 세계적 항구일 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다.

•  Facing Taiwan Strait on the west and Bashi Channel on the south, Kaohsiung is a beautiful and modern 

metropolis located in southern Taiwan as well as the second largest city of this island.

•  Sitting between Cijin Island and downtown, Port of Kaohsiung is the world-class port in Taiwan as well as a hub 

for international trade.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중국 청두 

당 총지서기

유 양웬 

Chengdu

Party Secretary and President

Yu Yangwen 

•  청두 Shujie 환경공학부장 (2014-2017) 

2014-2017: Director of Chengdu Shujie Environmental 

Engineering Co., Ltd.

•  청두싱롱환보과기고분유한공사 당 총지서기 (2018-) 

2018-Present: Chairman and Party Branch Secretary of 

Chengdu Xingrong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대만 카오슝

수리국 부국장

제니퍼 첸

Kaohsiung

Deputy Director General of 

Water Resources Bureau

Jennifer Chen

•  환경보호국 부국장 및 대행 

Deputy and Acting Director-Gener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Kaohsiung City Government

•  카오슝 수리국 부국장 (현) 

Present: Deputy Director-General of Water Resources 

Bureau, Kaohsiung Cit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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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moto

Mikk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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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마모토는 매우 풍부한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 74만명을 위한 식수는 모두 이 천연 샘물에서 공급된다. 주민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풍부한 지하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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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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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upplied with this natural spring water. It is a rare and unique case among Japanese cities with more than 

500,000 residents that we are able to cover all of our water supply needs with groundwater.

•  핀란드, 북유럽의 사보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5만 5천명이다.

•  깨끗한 물, 숲, 음식이 도시의 강점이고, 순수한 지하수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바로 식수를 취수 할 수 있다.

•  Mikkeli is located in southern Savo, in Finland, Nordic Europe. Our population is 55,000 inhabitants.

•  The strengths of city include clean water. Mikkeli is located on pure groundwater. We pump our drinking water 

directly under the city market.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일본 쿠마모토

물보전과장

나가타 쯔토무

Kumamoto

Director of Environmental Bureau

Nagata Tsutomu

•  쿠마모토시 물보전과 부회장 (2015-2016)  

2015-2016: Deputy Director of Water Conservation Section, 

Kumamoto City

•  쿠마모토시 물보전과 과장(2016-) 

2016-Present: Director of Water Conservation Section, 

Kumamoto City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핀란드 미켈리

부시장

요우니 리헬랴

Mikkeli

Deputy Mayor

Jouni Riihelä

•  도시 서비스 구역 관리 

City service area management 

(delegate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included)

•  미켈리 부시장 (2012-) 

2012-Present: Deputy mayor of Mikkeli City, Urb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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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pellier Metropole

•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중해와 세벤느 산맥 산기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  기후변화 맥락에 있어서, 다음 5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성능 저하된 환경 복원 4.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 및 토양 인공화 제한

2. 수자원의 균등한 절약 및 공유 5. 물의 기록 및 문화 발전

3. 수자원과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보호 

•  Montpellier Metropole, lies between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Cevennes foothills.

•  In a context of climate change, the metropolis must take up 5 challenges: 

1. Restore degraded environments 4. Develop solutions based on nature and limit soil artificiality

2. Save and share water resources equitably 5. Develop a memory and culture of water

3. Protect aquatic resources and environments in good condition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프랑스 몽펠리에 메트로폴

부시장

재키 갈라브룬 불브즈

Montpellier Metropole

1st Vice President

Jackie Galabrun-Boulbes

•  그래픽 산업 제조 관리 담당 

In charge of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of the 

graphics industry

•  몽펠리에 물위생 공공서비스 담당 부시장 (현) 

Present: 1st vice-president of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water and sanitation

Aqu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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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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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를 목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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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project with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unding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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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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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ern France.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프랑스

아쿠아밸리 회장

실방 부쉐

Aqua Valley

President

Sylvain Boucher

•  Veolia Environment 최고경영자 (전) 

Past: CEO of Veolia Environment

•  프랑스 아쿠아밸리 회장 (현) 

Present: President of Aqua-Valley,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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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  물 공급 개발의 적절한 투자, 물 사용의 효율성, 공공 정보, 입법 옹호, 물 교육 및 비상 대비에 초점을 맞춘 대량의 

수자원 공급자 및 자원계획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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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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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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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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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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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cies.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미국 오렌지카운티

수도관리국장

메간 유 슈나이더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MWDOC)

Director

Megan Yoo Schneider

•  미국물연맹(AWWA) 회원 (2004-) 

2004-Present: Member of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오렌지카운티 7구 국장 (2016-) 

2016-Present:：Division 7 director of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MWDOC) Fountain Valley, CA 

WEF

•  미국 물 환경연맹은 전 세계 수질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개인 회원 3만5000명과 75개 제휴 회원협회가 참여하는 

비영리 기술 교육 기관이다.

•  1928년 이래로 WEF와 그 회원들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해왔고, 세계적인 물 부문의 리더로서 WEF의 임무는 물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물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더 풍부하게 하며, 물의 영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물 부문의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  The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WEF) is a not-for-profit technical and educational organization of 35,000 

individual members and 75 affiliated Member Associations representing water quality professionals around the world.

•  Since 1928, WEF and its members have protected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a global water sector 

leader, our mission is to connect water professionals; enrich the expertise of water professionals;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impact and value of water; and provide a platform for water sector innovation.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미국물환경연맹

이사

라지 바타라이

Wat er Environment Federation 

(WEF)

WEF Board Member

Rajendra Bhattarai

•  물환경연맹 이사 (2018-) 

2018-Present: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 Trustee, 

Board of Trustees

•  엔지니어링서비스 자문엔지니어 (현) 

Present: Consulting Engineer, Engineering Services, Austin 

Water, City of Austin,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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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baya

Taipei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동 자바 지방의 수도다.

•  빗물 저수지, 양식장 관개 및 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하는 저수지/보즈엠이있고, 현재 수라바야시에 72개의 저수지가 

구내에 흩어져있다.

•  The city of Surabaya i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Indonesia as well as the capital of the province of East Java

•  Surabaya has a reservoir / boezem that functions as a rainwater reservoir, irrigation of fish farming and 

recreational facilities. Currently in the city of Surabaya has 72 reservoirs / boezem scattered throughout the 

district.

•  타이페이 물 부서는 타이페이시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부서로서 타이페이 대도시의 380만 명 이상의 인구에게 하루에 

약 250만 입방 미터의 고급 식수 공급을 책임진다. 

•  끊임없이 새로운 물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  As a public utility operator under the Taipei Municipal Government’s jurisdiction, TWD is responsible for 

supplying some 2.5 million cubic meters of high-quality potable water a day to over 3.8 million users in the 

Taipei metropolis.

•  It is constantly making efforts to implement new water development projects; various measures are also 

adopted to upgrade its services to customers.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환경국장

에코 아구스 수피아티 사포에트로

Surabaya

Head of Environment Department

Eko Agus Supiadi Sapoetro 

•  서비스 투자 조정 기관장 (2013) 

2013: Head of the Service Investment Coordination Agency 

•  수라바야 환경국장 (2018-) 

2018-Present: Head of Environmental Department

성   명(소속, 직위)
Name(Organization, Position)

 주요이력 Profile

대만 타이페이

물기술국장

왕 밍푸 

Taipei

Chief Engineer

Wang Mingfwu

•  타이페이 물기술국 부장 (전) 

Division Chief, Taipei Water Department

•  타이페이 물기술국장 (현) 

Chief Engineer, Taipei Water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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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David Purkiss
Vice President Water Systems

NS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Human Health

Introduction •NSF’s Core Programs

- NSF Global Water Programs

- Source to tap approach

- NSF standards for municipal water products

- Stage Regulations – Treatment Chemicals

- Stage Regulations – Municipal Products

•NSF Works With Water Utilities To Solve Problems

- Contaminated Ground Water

- Natural Disasters

- Microbial Contamination of Building Water Systems

- Lead Contamination in Distribution Systems

•NSF의 핵심 프로그램

- NSF 글로벌 물 프로그램

-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관리

- 도시 물 관리 제품을 위한 NSF 표준   

- 화학처리제 규제   

- 도시 물 관리 제품 규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유틸리티와의 협업

- 오염된 지하수

- 자연재해

- 건축물 급수시스템에서 발생한 미생물 오염에 관한 연구

- 배관 시스템에서 생긴 납 오염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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