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개최 안내 및 전시장 배치도 참가신청서 등은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및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홈페이지 참조

초대의 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녹조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물 관련 학계·연구계·기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물’전문지인 『워터저널』·(주)물사랑신문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맑은 물 공급’을 물관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수 등 물재이용 활성화 및 물산업 육성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봄·가을로 ‘물종합기
술연찬회’를 개최, 상수·하수·지하수·하천·물환경관리·물재이용·물산업 등 ‘물’관련 분야의 정부 정책 방향과
연구사례, 신기술 실용화 사례, 그리고 지자체 업무개선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1회 「2019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를 오는 9월 19일(목)～20일(금) 포항 만인당 대회의장에서
국회환경포럼·(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사)한국수생태복원협회·방사능물안보연구단·한국수도경영연구
소·환경보건뉴스·대양엔바이오(주) 등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 초빙강사로 오셔서‘통합물관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
제로 특별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赤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
책 및 전문가 주제발표, 관련 기술들의 현장적용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정수처리, 하수·물재이용, 통합물관리, 생태하천·수생태복원, 물산업, 강·하천·댐 등 상수원
의 방사능 노출 대응 등 물 분야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 정책·주제·우수기술 등을 발표하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됩니다.
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맑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물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인증·검증을 받아 국내외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 실용화 사례 발표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특히, 185개 나라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생수 및 병물수돗물 800여점 전시와 80여 개 기업(110개 부스)
이 참가하는 상하수도, 환경측정장비, 지하수, 물산업, 수생태·생태하천 복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우
수 기자재 전시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연찬회와 연계하여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견학 및 포항지역의 친환경 관광지를 둘러보는 생태탐
방 행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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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목적·참석대상
■ 행사목적
• 상수 및 고도정수처리 / 하·폐수 및 물재이용 / 물산업 / 통합물관리 및 수생태·생태하천 복원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강·하천·댐 등의
방사능 노출 대응을 위한 물안보 분야의 정부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신기술 및 실용화 사례를 소개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토론
의 장을 마련, 업무수행 능력제고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함.
• 지자체 업무개선 우수사례 및 신기술 실용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타 지자체도 맑은물 공급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참석대상 : 1,300여명
• 상수 담당공무원(정수장, 마을상수도, 고도정수처리, 물관리 담당자 포함)
• 하수 담당공무원(하수·오수·폐수처리장 및 물재이용 담당자 포함)
• 환경산업·물산업 육성 및 환경신기술 담당공무원과 인증업체 관계자
• 통합물관리 및 수생태 복원(4대강 및 유역 수질·녹조관리, 수질TMS, 생태독성관리, 수생태·생태하천 복원,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및 비
점오염원 관리 담당공무원 및 연구계, 기업체 관계자)
• 강·하천·댐 등 방사능 노출 대응 물안보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및 관련 연구단, 학계·연구계, 기업체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오염복구 담당공무원 및 연구계, 기업체 관계자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자
• 관련 학계,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등
■ 참가비
• 연찬회(9월

19일)만 참가 : 50,000원 [9월 19일 중식 제공]

※참가자 전원(접수하신 분에게 한함)에게는 자료집·기념품을 드립니다.
• 연찬회+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견학+포항지역 생태탐방 참가(1박2일) : 200,000원

[9월 19일 중식·만찬 및 숙박(라한호텔) / 9월 20일 조식·중식 / 생태탐방 교통비 / 연찬회 참가비(50,000원) 등 포함]
※연찬회+생태탐방 등 1박2일 행사 참석은 사전 통장입금(9월 18일까지 / 현장납입도 가능)을 하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시 참가비 납입안내 : 국민은행 795301-04-022464 / 예금주: (주)물사랑신문사
■ 신청마감
• 2019년

9월 16일(월) 광역 시·도청 담당부서 or 워터저널 [현장접수도 가능]
※참가신청서 보낼곳 : 워터저널[팩스: 02-3431-0170 / 이메일 : waterjournal@hanmail.net]

■ 행사 문의
• (총괄) 대표전화 : (02)3431-0160 / FAX : (02)3431-0170
담당 : 배철민 워터저널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010-8181-6687)

『워터저널』·(주)물사랑신문사는 2004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물종합기술연찬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9월 9～11일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500명 참석)

2004년
2005년

2월 2～4일 / 강릉시청(700여명)

9월 27～29일 / 강원도 고성군 일성콘도(800여명)

2006년

3월 29～31일 / 강원랜드(1,000여명)

9월 20～22일 / 경주교육문화회관(700여명)

2007년

2월 27～28일 / 강릉시청(800여명)

9월 12～14일 / 전남도청(800여명)

2008년

3월 12～14일 / 강원랜드(1,000여명)

9월 24～26일 / 제천 청풍리조트(800여명)

2009년

3월 11～13일 / 광양 월드마린센터(800여명)

9월 24～26일 / 태백 오투리조트(1,070명)

2010년

3월 31～4월 2일 / 부안 대명리조트(1,020명)

10월 16～18일 / 제천 청풍리조트(970명)

2011년

3월 30～4월 1일 / 정선 하이원리조트(1,010명)

9월 27～28일 / 부안 대명리조트(910명)

2012년

2월 22～23일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1,100명)

9월 5～6일 / 경주교육문화회관(981명)

2013년

4월 10～11일 / 태백 오투리조트(920명)

9월 5～6일 /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885명)

2014년

2월 13～14일 /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1,150명)

9월 25～26일 / 정선군 컨벤션호텔(950명)

2015년

3월 12～13일 / 경북 경주시 HICO(1,050명)

10월 7～8일 /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925명)

2016년

4월 28～29일 / 정선군 컨벤션호텔(920명)

9월 22～23일 / 경주 현대호텔(880명)

2017년

2월 16～17일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1,032명)

8월 31～9월 1일 / 울산 MBC 컨벤션(1,200명)

2018년

2월 8～9일 / 정선군 컨벤션호텔(990명 이상 참석)

10월 17～19일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1,100명)

2019년

2월 14～15일 / 강릉 호텔 탑스텐(Tops10)(1,000여명 참석)

9월 19～20일 / 포항 만인당(1,300여명 참석 예정)

# 연찬회에 참가하시는 공무원 및 공기업 관계자분들에게는 교육참가 확인증(1일 8시간씩)을 발급해 드립니다.
행사프로그램 및 참가신청서 등은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및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행사
■ 기념식 및 물관리 최우수기관·우수공무원 표창
•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11:00～11:35
• 장 소 : 만인당 대회의장
• 주요행사 : 기념식 및 물관리 최우수기관 표창 등 시상식
■ 특별강연
•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11:40～12:20
• 강 사 : 박천규 환경부 차관
• 특강제목 : 통합물관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 우수 기자재 및 세계 병물수돗물·생수 전시회
• 전시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09:00～17:50
• 전시장소 : 만인당 대회의장 로비(110개 부스)
• 전시품목
상수·하수·물재이용 관련 장비(배관, 밸브, 펌프, 막여과, 계량·계
측·유량계, 물탱크, 맨홀, 마을상수도, 지하수 오염방지 등) 및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오염방지·제거 장비 및 장치 등
• 문 의 : (02)3431-0160 / 담당 : 배철민 국장(010-8181-6687)
■ 지자체 업무개선사례 및 신기술 실용화 사례발표대회
•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16:00～17:50
• 장 소 : 만인당 오후 분과별 세미나장
• 시 상 : 최우수상(4명) - 환경부장관상
■ ‘물사랑인의 밤’ 행사
•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18:30～20:00
• 장 소 : 포항 라한호텔 대연회장(6층)

2019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기념식(강릉 호텔 탑스텐(Tops 10))

2019년 상반기 물관리 최우수기관 표창(성남시·동해시)

2019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우수기자재 전시회
(강릉 호텔 탑스텐(Tops 10))

2019년 상반기 ‘물사랑인의 밤’ 행사 모습

2019년 하반기
‘물사랑인의 밤’
행사 장소(라한호텔)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견학 및 포항지역 친환경 관광지 생태탐방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09:00～16:00
06:30～07:30

영일대(迎日臺)서 일출 관람(자율)
(위치 : 라한호텔 앞 영일대 해수욕장)

07:30～08:30

조식(라한호텔 6층 파티오 레스토랑)

09:00

포항 라한호텔 집결

09:20～10:30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견학

10:50～11:50

포레일(Forail) 포항 철길 숲 걷기
‘불의 정원’

12:00～13:20

중식(포항 죽도시장 물회 정식)

13:30～16:00

호미곶 등 포항 친환경 관광지 탐방(자율)

16:00

해산

영일대 일출 모습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포레일(Forail) 포항 철길 숲

불의 정원

죽도시장 전경

호미곶 전경

제31회 「2019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프로그램
연찬회·전시회 |

2019년 9월 19일(목) 09:00~17:50

■개 회(09:00～11:35)
09:00～10:55

• 등 록(발표 자료집 배부) 및 전시회 관람

10:20～10:50

• 홍보영상물 방영(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친환경 관광지 소개)

11:00～11:15

• 시상식 / 물관리 최우수 자치단체 및 우수공무원 표창

11:15～11:35

• 개회사 /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 인사말 / 권은희 국회환경포럼 회장(국회의원)
• 축 사 / 박천규 환경부 차관
• 격려사 /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환영사 / 이강덕 포항시장

■제1부 특강(11:40～12:30)
[좌장] 남궁은 박사(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11:40~12:20

[특별강연] 통합물관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 박천규 환경부 차관

12:30～13:40

오찬 및 휴식(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제2부 분야별 정책·사례·신기술 발표(13:40～17:50)
Ⅰ. 상수 및 고도정수처리 분과
[좌장] 김충환 박사(K-water연구원 맑은물연구소 연구위원)
13:40～14:00

[정책발표] 상수도 정책방향 / 조석훈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14:00～14:20

[주제발표] 수도형평성 현황과 개선방안 /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14:20～14:40

[주제발표] 맞춤형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설계 및 재무모델 개발 / 권병수 선임연구원(K-water연구원 맑은물연구소)

14:40～14:55

[우수기술 적용사례] 지하수 양수파이프(토출관)의 직진성 미확보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연구사례
/ 김준영 대표이사(㈜한결테크닉스)

14:55～15:10

[우수기술 적용사례] 상수도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개발 및 적용사례 / 차희원 대표이사(㈜마인드원)

15:10～15:25

[우수기술 적용사례] 수돗물의 중요성 및 물과 인체의 상호관계 / 심학섭 대표이사(㈜진행워터웨이)

15:25～15:40

[우수기술 적용사례] 노후 상하수도 관로 개량을 위한 비굴착 기술개발 및 적용사례 / 박상봉 이사(㈜특수건설)

15:40～15:50

휴식 및 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좌장] 임재림 박사(K-water 맑은물연구소 소장)

15:50～16:10

[주제발표] 상수원수에서 이취미 발생 원인과 대책 / 변명섭 박사(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16:10～16:25

[우수사례] 인라인 고속혼화기를 활용한 탈수설비 운영효율 증대사례 / 염정민 대리(K-water 동남권지사)

16:25～16:40

[우수기술 적용사례] 세척정화 (수)처리가능한 불명관 매설 위치 판단 및 노후관 세척공법(누수발취기술)
/ 이광배 본부장(㈜코모스 물산업총괄본부)

16:40～16:55

[우수기술 적용사례] 자외선 고도산화 정수처리기술 개발 및 적용사례 / 황우철 소장(㈜에코셋 기술연구소)

16:55～17:10

[우수기술 적용사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CDI기술 적용효과 / 김한주 박사(퓨리켐 대표)

17:10~17:25

[우수기술 적용사례] 미국에서 40년 동안 해결 못한 붉은 수돗물 한달만에 해결한 기술 / 조태현 대표이사(㈜이오렉스)

17:25~17:35

[우수기술 적용사례] 수도관내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술적 효과 및 적용사례 / 이복현 대표이사(㈜HNP테크)

17:35~17:45

[지자체 우수사례] 포항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 추진사례 / 장재만 주무관(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17:45~17:50

질의 응답

Ⅱ. 하수 및 물 재이용 분과 (분과 공동운영 :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좌장] 박철휘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13:40～14:00

[정책발표] 하수도 정책방향 / 정성조 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14:00～14:20

[주제발표] 물산업 육성 전략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지원 방안 / 이치우 부장(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운영처)

14:20～14:40

[주제발표]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개발사업 현황 / 김지태 단장(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 경기대 교수)

14:40～14:55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소개] 하수분야 신기술 개발 최근 동향 및 환경신기술 인증 검증기술 소개
/ 이기철 팀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14:55～15:10

[우수기술] 하ㆍ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 고정화 고분자 담체 / 박철휘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15:10～15:25

[환경신기술] 하수처리 전용 수질분석 장비를 통한 내구성 증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 / 우달식 박사(㈜아름다운환경 연구소장)

15:25～15:40

[환경신기술] 적층형(무산소/혐기조) 구조와 세정볼을 포함한 외부평막분리조(ES-MBR)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J-MBR공법]
/ 강원용 박사(정우이엔티(주) 기술연구소)

15:40～15:50

휴식 및 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좌장] 남광현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15:50～16:10

[주제발표] 물 재이용 시설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 민경국 차장(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

16:10～16:25

[우수사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 / 한천석 이사(㈜포웰)

16:25～16:40

[우수기술 적용사례] 경주시 하수급속처리기술(CJR)을 이용한 간이 공공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원 처리사례
/ 이광희 박사(경주시 에코물센터 팀장)

16:40～16:55

[우수기술] 저온 기류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융합형 건조기술 / 조은만 대표이사(㈜리엔텍엔지니어링)

16:55～17:10

[우수기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기반 고효율 질소저감 하ㆍ폐수처리 기술 / 안대희 대표이사(주식회사 블루뱅크)

17:10～17:25

[우수기술] 프리코팅 방식을 이용한 하ㆍ폐수 재이용수 생산시스템 / 최창형 이사(케이원에코텍㈜)

17:25～17:40

[지자체 우수사례] 침강성 악화 원인 분석 및 개선점 돌출실험을 통한 업무 개선사례 / 백창성 팀장(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17:40～17:50

질의 응답

Ⅲ. 통합물관리 및 수생태복원 분과 (분과 공동운영 : ㈔한국수생태복원협회/K-water)
(유역 통합물관리 / 녹조관리 / LID·비점오염 관리 / 수생태복원 / 수질TMS 분야)

[좌장] 임연택 박사(한국물환경학회 고문)
13:40～14:00

[정책발표] 수질 TMS제도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 박상진 서기관(환경부 수질관리과)

14:00～14:20

[정책발표] LID(저영향개발) 및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방향 / 백상현 사무관(환경부 수생태보전과)

14:20～14:40

[우수연구사례] 녹조방지를 위한 수질개선장치 현장 운영사례 / 김일호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0～15:00

[우수연구사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대응 / 서정찬 부장(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15:00～15:20

[주제발표] 스마트 워터시티의 빗물이용 및 관리방안 / 이상진 박사(K-water연구원 물순환연구소)

15:20～15:40

[우수연구사례] Microgranular Adsorptive Filtration(GAF) 공정을 이용한 MBR 방류수 내 효율적인 인(P) 제거 연구
/ 송정한 박사(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5:40～15:50

휴식 및 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좌장] 허우명 박사(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한국수생태복원협회장)

15:50～16:10

[정책발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수생태계 조사평가 활용을 중심으로/ 문정숙 박사(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

16:10～16:30

[주제발표] 수생태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 제언 / 허우명 회장(㈔한국수생태복원협회 / 강원대 교수)

16:30～16:50

[주제발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참조하천 선정 및 활용방안 / 황순진 교수(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16:50～17:10

[주제발표] K-water 물환경관리 추진방향 / 강보승 차장(K-water 물환경처 물환경기획부)

17:10～17:30

[주제발표] 통합물관리 차원의 수생태계 보전·복원방안 / 반권수 차장(K-water 물환경처 수생태관리부)

17:30~17:50

질의 응답

Ⅳ. 방사능 노출 대응 물안보 분과 (분과 공동운영 : 방사능물안보연구단)
[좌장] 정성희 실장(한국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부)
13:40~14:40

[특 강] 한국의 원전 안전성 / 김학균 부장(한국수력원자력 대외협력처)

14:40~14:50

[주제발표] 방사능물안보연구단 소개 / 김영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4:50~15:05

[주제발표] 수중 방사능 계측방안 / 문진호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부)

15:05~15:20

[주제발표] 천연광물 기반 제염제의 방사성 세슘 흡착 및 탈착 특성 / 신우식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부)

15:20~15:35

[주제발표] 수중 방사성 세슘 제거를 위한 제염제의 2차 오염 위험성 평가 / 이재현 연구원(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15:35~15:50

[주제발표] 지류지천 방사능 제염기술 현장검증 / 유성종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휴식 및 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15:50~16:00

[좌장] 정윤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6:00～16:40

[특 강] 원자로 기반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명공학적 활용 연구 / 임재청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 동위원소응용연구부)

16:40~16:55

[주제발표] 합성기반 방사성세슘 제거용 스마트블루 개발 / 김복성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6:55~17:10

[주제발표] 수중 방사성 물질의 흡착제거를 위한 필터형 소재 개발 / 황유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7:10~17:25

[주제발표] 정수처리시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특성 / 이원태 교수(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17:25~17:40

[주제발표] 시험유역내 강수량 자료를 이용한 유출량 산정기술 개발 / 이현석 박사(HQ tech)

17:40~17:55

[주제발표] 방사능 노출 초동대응시스템 개발 / 이동섭 박사(PS글로벌)

17:55~18:00

질의 응답

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분과 (분과 공동운영 : 환경보건뉴스)
[좌장] 김동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 회장 / 전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13:40～14:00

[정책발표] 「화학물질관리법」주요 개정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 홍가람 사무관(환경부 화학안전과)

14:00～14:15

[우수기술발표] 피부보호크림 등 개인장비 소개 및 국내외 관련 규정 설명 / 이종성 대표이사(㈜솔리렉스)

14:15～14:35

[정책발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책 및 향후 계획 설명 / 윤이 연구관(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14:35～14:50

[전문기관발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과정 소개 / 이규성 박사(㈔한국화학안전협회)

14:50～15:10

[정책발표] 화학사고와 전략적 대응 민·관 상생 협력방안 / 김문규 단장(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15:10～15:25

[우수장비발표] 세계최초 원천기술의 ‘필름형 누액감지 센스’ 제품 소개 / 이기철 본부장(㈜유민에쓰티)

15:25～15:45

휴식 및 우수 기자재와 세계 병물 수돗물ㆍ생수 전시회 관람
[좌장] 김병오 발행인(환경보건뉴스)

15:45～16:05

[정책발표] 「화학제품안전법」의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 / 권상숙 수석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16:05～16:20

[우수기술발표] 섭외중

16:20～16:40

[정책발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설명 / 김학희 팀장(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팀)

16:40～16:55

[우수기술발표] 화학물질 누출 모니터링 설명 / 김현순 대표이사(㈜씨티에이)

16:55～17:15

[정책발표] 유해화학물질 고위험 사업장 관리방안 / 김남준 팀장(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17:15～17:35

[정책발표] Key Lessons for Preventing Inadvertent Mixing During Chemical Unloading Operations
/ 임용순 센터장(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17:35～17:40

총평 및 폐회
※유해화학물질분과 접수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발표자료집 별도판매)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 사랑인의 밤’ 행사(친교의 밤)
•일시:2019년 9월 19일(목) 18:30～20:00 •장소:포항 라한호텔 대연회장(6층)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번길1 / 전화:054-230-7040]

포항 하수처리수 물재이용시설 견학·포항지역 생태탐방
•일시:2019년 9월 20일(목) 09:00～16:00

※환경시설 견학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다음면 참조

교통 및 숙박 안내
교통 안내
강릉

승용차 이동시
▶ 수도권·강원지역
제천

만종JC
영동고속도로

속도

로

춘천

중앙고속도로

상주JC

제2영

동고

충주

상주-영천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 → 낙동JC →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 → 상
주JC → 상주-영천고속도로 → 화산JC → 포항고속도로 이용 → 포
항IC 진출 → 대잠사거리 → 포항종합운동 → 만인당(행사장)

군위JC

로

이천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JC

속

도

구미

부

고

익산

대전

경부고속도로

포항IC

화산JC

도동JC

신갈

서울

로

남포항IC

도

속

(행사장)

경주

동해

중앙고속

고속

도로

-대

주

광

만인당

도로

고

구

인천

▶ 대전·충남·충북지역

도로

고속

포항

중

광주JC

중부고속도로 이용 → 만종JC → 중앙고속도로 이용 → 군위JC →
상주-영천고속도로 이용 → 화산JC → 익산-포항고속도로 이용 →
포항IC 진출 → 대잠사거리 → 포항종합운동장 → 만인당(행사장)

안동

울산
호남고속도로
광주

창원

김해

부산

※ 포항IC 진출 후 만인당까지 10분～15분 소요
만인당 주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4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KTX 이용시
■

▶ 부산·경남·울산지역
경부 / 구마 고속도로 이용 → 도동JC → 익산-포항고속도로 이용 →
포항IC 진출 → 대잠사거리 → 포항종합운동장 → 만인당(행사장)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포항) 이용 → 남포항IC 진출 → 31번 도
로 이용 → 유강대교 건너서 우회전 → 대잠사거리서 우회전 → 포항
종합운동장 → 만인당(행사장)

▶ 광주·전남·전북 지역

남해고속도로
순천

경부고속도로 이용 → 대구 → 도동JC → 익산-포항고속도로 이용 →
포항IC 진출 → 대잠사거리 → 포항종합운동장 → 만인당(행사장)

서울역 → 포항역
① 서울역 05:40 출발 → 포항역 08:08 도착
② 서울역 06:45 출발 → 포항역 09:08 도착
③ 서울역 08:15 출발 → 포항역 10:40 도착
④ 서울역 09:25 출발 → 포항역 11:49 도착
※ 포항역 → 만인당(행사장)까지 셔틀버스(포항시청 버스)가
9월 19일 09:20 / 10:50 등 2회 운행됩니다(약 30분 소요)
※ KTX 및 SRT를 이용하여 대전역 / 동대구역에서 포항역행
KTX를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 열차시간 조회 및 예약 : 1544-7788, 1588-7788(KTX)
1588-1472(SRT) 참조

광주-대구고속도로 이용 → 금호JC → 도동JC → 익산-포항고속도
로 이용 → 포항IC 진출 → 대잠사거리 → 포항종합운동장 → 만인당
(행사장)
※포항IC 진출 후 만인당까지 10분～15분 소요

대중교통(고속/시외버스) 이용시
■ 고속버스
서울(경부)↔포항 / 대전↔포항 / 광주↔포항 고속버스 운행
[www.kobus.co.kr/main.do 홈페이지 참조]
■ 시외버스
전국 주요도시 ↔ 포항시외버스 운행
[http://포항터미날.kr/dashboard.do 참조
/ 문의 : 포항터미널(1666-2313)]
• 포항 고속버스터미널 → 만인당(택시 10～15분 소요)
•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 만인당(택시 10분 이내 소요)

숙박 안내 (포항 라한호텔 www.lahanhotels.com)
■디럭스 트윈(싱글침대 2개) / 2인1실용 95,000원(약 57% 할인 / 정상가격 220,000원)
■디럭스 더블(더블침대 1개) / 1인1실용 95,000원(약 57% 할인 / 정상가격 220,000원)
※예약문의 : 서원희 마케팅팀장(전화 : 054-230-7040, 핸드폰 : 010-9351-3344) 이메일 : whseo@lahanpohang.com
※워터저널로 1박2일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은 워터저널에서 행사 당일(9월 19일) 오후 4시부터 객실을 배정해 드립니다.

※포항시내 주요 호텔 및 모텔 안내 : 포항시청 홈페이지 숙박정보(http://phtour.pohang.go.kr/phtour/lodge/hotel/) 참조

행사프로그램·참가신청서·교통 및 숙박안내는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및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