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 “$# %&' ()*+, ,-./ 012 345 6789: ;2 )<= >? @ABC 
D-E F<= G H4'( (I? )<” J/ KL2 M NO. $PJ= QR# LS TUV 
WPXY Z? [\= ]^ _6`.O. a4bP '# cdefe5 eg<h iU jkl# 
mn2 $ Uo pqC r,/ N*s PlC tu2 -vw x# yzl:{ 012 $# |} 
~�? 9�P �� ��2 ��O. !" ��w�(UNEP), WHO, !"e�%�(UNICEF) �:c ��2 
Q� �: ���, vw (�? 3[? 1: V|.= 22��P ,-2 34� 6��X �./ NO. �_� 
V�O 5� P. e� 150Y�P 012 $C �.X �V ��C  =G, [¡ X¢:c= 5v 
£Y? ��Pk ¤¥'( ¦§: ?V �X= �^WO ,-2 345 89f  ̈Uo*+ ©= �^k 
20\ Pq( ª*+ «¬O. ®2, $ QR# ¯°'*+ ±<./ P².% ³O+´ µ¶� ·«/ 
N=G P= Q¸'( µ¶: ?�¹ 4º: »% ¼�PO. a4? ½P: �J ¾%:= $P 
¿J À</, ^%:= Á4? Âz? ÃVk ÄÅÄ{ O. $ Uo pq# XÆ'( (� Çk+ 
(V �È mnÉC WP/ NO. !ÊËÌ= (� ÍÎk ]Ï Ð 8,000Y � Çku: �J $: 
;2 4µÑ 640� ÒÓ ��Ô ªPJ/ -ÕÖO. wÆVc Çk.= (�: ×V $ 6�P 
RØ.{ �6ÙX �2O� P= ÚX Û# £Ü: jk I Ý�C _Þi*ß= µ(P à 4Ñ 
NO.  
 
$? 6�# 89'P/ ,¬'P�á 2O= �:c 6789:c eâ 7µ2 µ(*+ 
ã�2O. 4(É äåC i*ß= åRÉ £9$# $C æV -çÙ% ¼�: '�2 ¬4 
è<Y*+Ñ é[E êë¹ 4 NXY '�2 .4è<}P Uo./ 012 ì²4k Uo2 
í�Ñqj:c= î-E $C æ2 4(É äå �åïP ðO. WHO: ?.� ]Ï 842,000�P 
4(É äå: ?2 ¨y ä�*+ yÕ./ N*s P 7 Ð 58%= 012 $? 6�*+ êëà 
4 NñC ª*+ W/ NO. pò æw'*+ ] 20ó�O Oô � P.? ��Pk 4(É 
äå*+ yÕ./ N*s, P 4õ= ö¶ 180Y �*+ «÷O. � Äek, í�Ñqj? 34 
Uo ��= Ì+Ä 19? êëÑ �ø{ YùO. úûå êëC 82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2 4ü$ý 012 þ}ÿ, Z</ 89f¨C ¿.=G vw (�? 40%( 30� 
�# k¬ !:c "C #C 4 N= 89f¨C P².X �.= ª*+ ÄÅÄ/ NO. �ÿ $$½ Uo2 
%Ðw&# ö¶2? 89 4'C P(¹ 012 $# ��È �¹ 4 »= ��: èVN= ªPO. 
 
P: �J ^<= j�y)k ,-2 $ý 6789? *+C ,;.% 8V í�Ñqj: ��', 
%-' XRC ¹ ªC .�2O. $? òØ², O�' /ý 04X ¾¨, ±í ¯°É 1qC æ2 
$ QR ,W5 34 9÷ý 6� �$ íKP Hµ.O. e2Þ 34&:{ � ¯°'*+ ,-2 
$C �6, W�, ~û ëX� ¹ 4 N= 5§ 6� �7P �8Ù�á 2O. Z ê+= 9:%-C 
Ø²V y)%;f¨C ,é./ ¾a./ ,-2 $ ±<5 6�C P<= ‘Ë�= >? f@’� 
l 4 NO. Ë�= >? f@ �7C æV 4ü$ 6�ý¬ý 4ä±<? A02 ±<� u*+B 
í�Ñqj âClC 7m*+ 2 ,-2 $ 6�P P<�Dá ¹ ªPO. 
 
 



 

 

2. &'() 
 
Ë�= >? f@ 
‘Ë�=>?f@(Smart Water City)’E %4R:c 4ÑFX³X 4ü$ 6�ý¬: GH 
¬Wæ:%-(ICT)� ¥�V 4bý 4äC ýI'*+ ±<./ 4ü$ ¬W� �6.î ¶×Qk 
J/ �ÿ 4 N= ¾a2 $ 6�6wk �p Ñf� S2O. 
Ë�= >? f@= 4ä -KLý MC æ2 ÿfI 4ü$ ¬W� jCl:{ �6./, Ë�= 
±Õ ´N±< fËOC P²2O. ®2, 4ü$ 6� ±+� ÿfI*+ 4ä P¬¹ 4 N= 
%-C æV ~û $ä !QC êë./ Ë�= £ÞR*+ %S2 GP?� MT*+ y²b, 
Pq!b, F4 îU �C [U V �6.î ±<: Ø²2O. 
 
Ë�= >? fËO  
Ë�= >? fËO# IoT XR Wc� y².î ÿfI GP?� 4X2O. P= F4� 
úX.AÄ Ê=>Y -6: $P �Z{ [\Ù/ N=X� úfu*+B $ f¨? ö'þ� 
k[.{ ./, yzlP $ ±<: ;V � x# ¬W: Qn2 \¬C !] 4 N{ V^O. Pè_ 
Ë�= >? fËO# ¶×Ql:{ $ ¶×� Î`?R./ ZlP W/ N= GP?: aA.î 
\¬C !] 4 N= bC â/ N�, ×²C �ú.= ª# $c $C WO XÆ k[.{ y²¹ 4 
NÑd Ñ5â/ NO. 
 
4(É äå 
4(É äå# R99$, ve, MPÞË � åRÉ £9$: ~û $: ?V -fÙ= úûÉ 
äåPO. ~û $C g%.AÄ ¥..hC ¼ �å.s ÃU5 i �: ûÇC i*ßs ;U[ 
4(É äå# 8}± ûÇC i*j kæ, �l, ¨y� !�2O. 4(É äåC i*m £9$# 
�Q? [nC æV ��*+ \oÙs, Of $C æV Op yzlC úû fq 4 NO. ¤¥'( 
g% r:Ñ ~û $P st²4+ P²ÙñC �^, ã$:cÑ 4(É äåC i*ß= 
£9$P uoà 4 N*s, P� g%2 yz:{ úûC i*q 4 NO. Kvjý 
í�Ñqjl? 4ä# xP íKP ÙñXY, î-E ww äå# $C æV �9./ NO. 
q.4Ñk �;+ �7Ù� NX �2 eg<h5 ww efe? ÄJ:c= 4(É äåP 
î-E 67 W¾: x ��� á%./ NO. 
 
[÷ .4è< fËO 
[÷ .4è< fËO# â+ �C H8:c $C ¬þ.= .4 è< fËOPO. çPg 
.4è<±, H?, yYk ¨õÙ� N/ 66%±, k¬:c Ä~= .4� H?� P².î 
_z$C �Þ{O. [÷ .4è< fËO# Kvj? .4è< fËOP ×V è< ×²P 1/5: 
_ý.% ¼�: í�Ñqj? Ñf a|, s} X¢:c y².% '~.O. PÞ2 [÷ .4è< 
fËO# .< ö; 1000<?? $C ¬þ¹ 4 N/, �×Ù= $C ö¶2*+ �P/ 
òØ²³XÑ k[.{ 2O.  
 
'¬%- 



 

 

'¬%-(Appropriate Technology)# â+ í�Ñqj X¢? �þ', ¬õ', ��' �lC 
/�.î, >? ä 1qý 34 �õ �C 8V '²Ù= %-+, GH%-ý .8%-? 7I ¬Ñ 
%-PJ Vc 7I%-PÄ, ;,%-, j� »= ýI%- �*+ i��vO. eg<hÄ 
efe? 0í�j: '² '¬%-# $ Uo, äå, 34, �� �? �� V\: %î./ 
�+´ iQ<� �62O. '¬%- í�: N� k} 7µ2 �#, ��' ��C � /�.î 
'�2 ×²*+ í� �<�P `�� ·� 4*Q:{ 6�Ù�á 2O= �PO. ���', 
pX ��: %;C � í�, ;ÍÎ y) %;f¨P Hµ.X ÛO= �P '¬%-? ;�'( 
��PO. 
 
¬Wæ:%-(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 %-ý æ: %-? ~É�+ ¬W%%? .��� V Pl %%? ´N V ¬W ±<: 
Hµ2 ¶g=�� %-ý Pl %-C P².î ¬W� 4X, 9÷, k6, W�, -f, Ø².= 
Îù ë�C ?£2O. 
 
3. *+, -. /01 23 45 
 
(1) �� û¶ e�þ : åRÉ £9$ �3C �% 82 ¶��� [÷ âQ.î 4ä ,-É ,W 
V û¶ � �� �� íK 

(2) Q���(¨× : 4ü$ 6�±+ ÿfI 4ä P¬C æV ~û $ä !Q V ±+! 6�fI 
ýO f Q�\oC æ2 ± v� f( 

(3) ÿfI 4ä P¬ V ¬W�6 : ¬4}, ±+, \4X, eç= 04$ � 6�ý¬ âµX�: 
4äwP%� ¨õ ´N.î 4ä-KL, Ë�=� MC æ2 4ä¬W �6*+ jCl? 
4ü$ _: V¶ 

(4) ±Õ ´N ±< fËO : X<¬WfËO(GIS) V ÿfI wP GP?� %;*+ 4b · 4ä · 
8%±<, 4µêP � 4ü$ 6� - ý¬? ±Õ ´N±< ?y\¬ XR � Total solution 
�6 

(5) ±v� : 0!Æ V 6�fI ýOX¢, 4äCR �I? 4Ñ±+ !U: �76% ®= 
PIG(Ë X)� ¡Q P¢.î ± v� f( 

(6) Kv £H4 ¤y}× ´² : £H4 }A< ±!U ¤y}×(Sahara)5 q4Ñ² £H4 !f� 
}×(NO-15)� Ø².î 4ü$ 6� 7H »P ± !U q¥ �u 

 
4. *+, -. /01 67 89 :; 
 
1. çâf :  : 2014Ï 4¦U? çâf� ;q*+ SWC %- ÑQ 

-> çâf - X¢C ;q*+ ¾a2 $ 6�C 82 4ü$ 4ä 4b ±<6w� �7, 4ü$ 
Total Care Service� ÿf, ¾a2 4ü$ ì4; ¨õ, 4ü$ 4ä¬W�6 f( 
-> çâf? 4ü$ ¤¥ ì²ïP 1%:c 19.3%+ 1q, §î�f= �^ tu 4ü$ 
ì²ïP 36%:c 60%+ Y{ q¨, âC yt YoÑk 93.8%+ eâ ð©ì 
 



 

 

2. vªf : 2j4QR6y, ��U, vªf 120�C «Q.î 2020Ï³X vªf: 
Ë�=>?f@ $ÉC fã(2017Ï) 
-> 2020Ï P¬U? vªfC F�Ä Ë�=� Mý 66}¶: ¨õ 4ä -KLC æV 
ÿfI*+ 4ä ¬W ,( k[ 
 

3. K-water= 2017ÏÑ: �®f, ¯âf, ¬°f, /±², Äâf: ÑQld ¨(C �e 
4³XQ6:Ñ Ë�= $±<� Hw'*+ 2021Ï³X 21í XQ6+ ,;¹ w� 

 
5. Vr y´ $y 
 
<대학 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SWM 기술: 멕시코시티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PUMAGUA 의 

사례> 

µfÌj¶Qõ;I(the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UNAM)# 2008Ï ·¸Ë ! 
$? ±<, y² V òy²C 82 g+Z¹(PUMAGUA)C fã.hO.  
v kX ºm �� 
1) ±(? íKý F4úX� æV �ÿ 4 N= $ ¶×bC 50% �(O. 
2) µfÌ? �' Í¬: »Ñd 34 V è<¼4? 4äC íK2O 
3) ¯°'( $ y²C 82 UNAM 6�6 -6? ½î� .v2O 
 
2018Ï, University City Campus:c 37% Pq? (� Çk:Ñ _�./ 25%? q4Ñ ú7 
¯ý� A¾O. 345 è< ¼4= ¿# ÀäP Ùñ*s, âµ â6l? ÁÂ N= $ y²ý 
½î� aþÖO I9ý ayk $ ��� V\.% 82 �,C Y�= ª: ½îÖ*s, $ 
07C 82 (�C 1qfß% 8V !XW4 ¤Rý ¬RylC ;q*+ >YÃC v(ÖO 
 
Ä��e= �E RÅ $ y²b P¬ý 4ä `k Ñ�� tu.= Ë�=>?±<(Smart Water 
Management, SWM) %-C Ø²ÖO. P g+Z¹# qÆ: !¸.{ ;Ç./ ;Iy)5 
'È'*+ |�.% 8V 4bý 4ä GP?, y)' ½îk tu ÉXÊ ÿfI ËÌÍ( 
UNAM’s Observatory of Water � YlñO. PUMAGUA= µfÌj¶;I(UNAM):c g+Z¹ 
f(ý �_� Op ;I ·¸Ë5 µfÌf@ ! 0¶S& â+:cÑ Ë�= $ g+Î=� fÂ 
´N¹ 4 NÑd Ø�C ,;ÖO. 
 
<SDGs : %î> 



 

 

 
 
Ï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l¯ 4[ý N¯[C Î`?R./ skk ±í²4 ±<� Ð{ \> 4,bC ði 4 NÑd 
Ë�= $ ±<(P. SWM) %-C ÑQÖO. �f: ºm PV±wQlC 2G Îe 4,b Çk� 
4ÑÉ Ç;+ -�¹ 4 N= }ÒC �f.= O¯2 ý�: ;2 �<�C í�.% 8V st 
9: ËÌÍ(AIP) Ó¥? Ë�= $ AÀÔË5 IÕ ý¬C ÑQÖO. 
P g+Î== ¶ÍÎ ±í w�C }% XÆ k[É*+ -�.% 82  ÝÜ ¥a ë3C 
ÑQ.hO.  
1) l¯ Î`?R Ñ� 
= sU 7m? IÕ fËOC XR.% 8V /, ¬|.XY y².% Ö´ %-C ÄÅ{O. 
st(lP ?y\¬: Ø²¹ 4 N= $ý N¯±<: ;V \2 4 N= 4HC �6u*+B 
±í:c '¶g=’2 �Éµ¶� V\.= G ó�C »«/ NO.  
2) Agricultural Innovation Platforms, AIP 
6æ ±my� 7m*+ ±8 PV ±wQ Z× I? qØ ã²C .v.% 8V ¨¶ t_PO. 
AIP= fËO y/:c Ù�!= ¸� í� ¥a�Ps ±í w�ý Ú# kÛ2 fËO? �� 
V\: �E '~.O. (6X[# 6æ ±my� kv PV ±wQ� _Þ Î*/, ¢bý 
Ê=>Y� �7.s, 4ÑÉ 1q:? }Òý ‘.�’5 ‘¶g=’ %-C 3Ü¹ 4 NÑd 2O. 
사업 배경 

ÎÝ×Y, ÞQ`e, ßMà� 3íj? j!á9÷(GDP)# y.J Pd j!á9÷? 5% 
£Y*+, vw j!á9÷(GDP)? 2%:Ñ � £�O. ÞQ`e5 ÎÝ×Y? �^ 
j!á9÷(GDP) É}P -6j!á9÷(SSA) É}ï: ×V ðXY, v ÄJ Î 0¶S jk+ 
[�O. (vw#(, 2017b). y.J Pd eg<h= (�? 41%k Èm2 34 q¥Ps, P 
k´G 12%(4700Y�)k g+Î= 3íj(World Bank 2017a, 2017b): Aâ./ NO. Pl ÄJ 
(�? 3[? 2 Pq# 34°P i;'*+ Ñf°? 2\Ps stP âµ 4QR( s}: �/ 
NO(World Bank, 2017a, 2017b). 
eg<h= â# 4^? st 9÷ÉC kX/ N=G, P= U['*+ y.J y� Pd 
eg<h? ±ík Uo.% ¼�PJ/ ¹ 4 NO (You et al., 2010). 3í ytj:c ±í� 8V 
¨õ �'# SSA5 ��2 4^Ps, -6 st 9÷b:c ½X.= ×7*+c ±íã? 
kõ= SSA `e(� 4)ý Ú# 4^:c 5\³X ½Pk NO. 
ÞQ`e:c ±í í�:= !� ¤RC jk ±< %I*+ .= qt V 3b ,W �'? 
;ÍÎ w�P tuÙ� Nñ=G, P w�l# ;U[ Uÿ.{ 4(Ù/ äåÙñ/ \j ¶ÍÎ 
sUl:{ CNþÙAÄ P-ÙñO(Mdemu at., 2017). 
· Y/ ã# w�l# Î ÎÝ×Y? ±í ¢y? iUPs iU x w�l# t%� �æ./ 
NO. í�# !- 7: 7HÙñXY 2000Ï; ó;: òíÙñO. 
ßMà�? ±í í�# ®2 �¶ -¬: �ç Y/ ã# ±í w�C tè.XY Âf'P/ 
i±ÉP »*s �6'( ±í ¬ÁP »= ª*+ éyO (Moyo et al., 2018). 
 
¤I¥'*+ SDGs �� 1, 2, 5, 6, 8, 10, 16 fÉ: %î.hO.  
 



 

 

|ê 
1: kÛ2 y)-9¥w= O½R'( ¥aP Hµ.O. 
2: %±ý (I? [§: «Q.% 
3: 4ÑÉP N�á 2O. 
4: X¢', lë' X3C Ø².% 
5: ó% ì¬'( \ý� í% 8V vQ X�C K+.J 
6: ±8 }|lP �±ý æ�k eî .v? ¢¹C ¹ 4 NÑd .îJ. 
7: ±í: ;2 ?y \¬# O¯2 9Ø -ï? ��:c PVÙ�á 2O 
8: ¶ÍÎ X�? ��� O<O 
9: 6æ? ×-ý ^Kz8� MT*+ .î %)� �ð.= XH' y/ u¯ 
10: ¶g=5 .� N¢? ��� �f: V\.% 
11: 'AÜ ½H%'� ,(./ V\.J 
12: ñò ¯ý� PV.% 
13: Ñ�(SWM %-): ;2 X_?Xk 9%Ñd .= P�C QÇ.J  
14: Ñ�? 66 V y' PÑC PV./ Z: �J ×²C \[.J 
15: ±í IÕ fËO# ËË+ !XÙ�á 2O 
16: óæÉ »= $ 6�# sUlP  ÝÜ? ¥a�*+U? PÑC í= [§C �22O 
17: îÉC /Ukkõ ã$? ô<�õ?+ (¬./ )2 Uî5 ¸±ö% 
18: ÷Ï 9Ø ø�:c ±í st? ¢¹C PV.% 
19: ÷¶Ï? Ýò' ¢¹ (3 
20:  ÝÜ ¥a�? kõ �,C PV.% 
 
<ùÄO>  
ú$ ±< 
íÜ k� ½R:c P<�X/ N= $yYÄ ú$ ±< ¨×= P¬.% ��´ ���P NO. 
k� ½R? $ ±<� Ñf 4QR ¨w+ ,;fjá 2O.  
�(Z<� Ëû>? Ë�=Z<�= 4� â+ ÍÎ? ú$ $yY: ÿfI %q (6X[(AI) 
±<5 y$(?ü(IoT) Q�þ� '².% 8V í�ýO. (6X[? �'# êq a4bý þq 
�'C ú,.î k¬² Xä:c ô�Ä x# ú$P !oÙ=X� çÿ2O. y$(?ü Q�þ 
4$= P� '�2 Y%? 4$: !è, H?R, 0}2O. P¬ $# 1) òØ²4, 2) X.4 òé- 
®= 3) y$(?ü: ?V ��Ù= -% ã� "à� æV .4Ñ+ \oÙ� Oì êP ×k 
!] ¼³X k¬ V ¬R:c y²2O.  
n �É: �þ Ëû>? Ë�=Z<� ´N GP? ;fW�= DW� Wck 4$: 0} 
DÑ, %�, þq !oC w÷.= �, (6X[ £v%¬ a^ GP?� fnþ2O. PÞ2 
GP? v=:c «¬.� y² k[2 $ 4µ q# V Ýò' ( Á4 V k$ $¾: ±2 ¶×Q 
(�C ÿfI*+ \¬.î !%<@ ´NQ� 82 &'`@ %; a^ () V U�÷ ¶!Q 
(�: ;2 *£+´ + GP? æ,§C �6¹ 4 NO. 



 

 

ùÄO? `e â+(-# 'X&') þq# U�÷? á .«É ��? 40-60%� ½X./, â+² 
þq# Ñf á .«É �'? `e 47-56%� ½X.% ¼�: íÜ k�= X[Ó %¬ )k' 
ú$ ±<: 7µ.XY éoÙX Û# %)� �62O. 250m²? -Ó'( Xä ÍÎ? 
ùÄO:c ¸`e Ð 780mm? a4bP !<� P� tX.î òy².AÄ X.4Ä .4Ñ+ 
/�W0 4 N= 1<? 195,000? $P �92O. 
ú$ ��� V\.= ª r:Ñ Ëû>? Ë�=Z<�= /Ñ+ v[þ (+= 4^), ö'*+ 
¯ý'( ÿfI £v %¬ GP? fnþ V [UC 9É ¹ 4 N= %)� 1�^O. y!XÜ+ 
Oì ×k 2 k[ÉP NC ¼� 3Ü./ \ý'*+ 4$� ×> Ñf _«4 X¢? ;U[C 
½X.= þq:c ÿä'*+ ú$P !oÙX ÛÑd '�2 0}6IC �6.= (6X[ 
[§. P X¢ %¬ GP?5 [÷ (gJ= 4Ñ f¨ V Xë Qõ H6:{ ]^ kõk NC 
ªPO. 
 
<유럽> 

SW4EU g+Î= ��= 4í fÂ p}(Ê3E�, Ë4(, Nj, g5Ë): �ç $ !æÕC 82 
æ~ Ë�= $ ±< �<�C í�./ f¸.= ªPO. P ytP V\./Q .= $ ��= 
!6 ! $!æÕ: ;2 ^�5 ±mP k} x [ál+, 4ä±<(ó% 9$~û úX: X7), 
F4 úX V ±<, :7X ö'þ, /8 qØã² �PO. 
 
fÂ Ñf 

 
1) The Vitens Innovation Playground (VIP) demo-site 

g<9:� â ;�U 
2) The Acciona’s SWING (Smart Water Innovation Network In the city of BurGos) demo-

site 

Ë4( ;U hË@!5 �D X¢? 4Ñ U�/Ë f 
3) The Thames Water Innovation and Smart Technology (TWIST) demo-site 
Nj �<, O�"<, OËaý =üaP ~�.= X�, Z�P=�Ë) IK AÑ5 M4 
/ÆÑ+: 8õV Nì. 
4) The SUNRISE Demonstration Site 



 

 

g5Ë ;U? ] f5 k³´ ] ;I ·¸Ë? ].  
 
\ý 
1) Ë�=>? �<�? �+´ f} >o 
2) 67 W¾ 8æ ú¶, íK $ Àä V K�' Q÷±< 
3) «Q ¥a�? nþ 
 
 
 
 
 
 
 
 
 
 
 
 
 
 
 
 
 
 
 
 
 
 
 
 
 
 
 
 
 
 
 
 
 
 
 
 
 
 
 
 
 
 
 
 
 
 
 



 

 

 
 
 
 
 
 
6. <,=> "? @"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140 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IWA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분야의 확장을 보여준다.  

전문가 그룹: 국제 네트워킹, 정보 및 기술 공유, 좋은 전문적 및 비즈니스 접점 구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유사한 생각을 가진 IWA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실무 그룹: IWA 과학 및 기술 보고서, 모범 사례 매뉴얼 또는 포지션 페이퍼 제작과 같은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다.  

정부: 그들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IWA 로, 지역별로 사람들을 소집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물 

솔루션을 혁신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청년: '젊은 물 전문가'는 글로벌 물 도전에 대한 미래 솔루션을 설계, 개발, 구현할 차세대 물 

전문가다. 

클러스터: IWA 클러스터는 IWA 전문가 그룹 전체에서 체계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며, 개별 전문가 그룹과 관련이 있지만 하나 이상의 전문가 그룹 전체로 확장되는 교차 절단 

문제를 해결한다. 

믈 규제: 규제 당국과 실무자를 연결하여 물의 지혜로운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활성화 환경을 

알리고 구현한다. 
 
IWA’s Strategic Plan 

SDG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다. SDG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파악하고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 제도적 배치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활성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력회사가 운영 및 상업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비스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위기/기회는 인적 자원 또는 그 부족에서 온다. 물과 특히 위생 분야는 모든 계층의 교육 

및 훈련의 결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SDG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무력화시킨다. IWA 는 더 많은 젊은 전문가들을 준비함으로써 이러한 인적 자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계속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SDG 에 필요한 방대한 수의 물 

전문가들을 보장할 수 있다. 

느리고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SDG 의 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포용적 지배구조, 적극적 

정치적 의지, 다양한 리더십에 기반한 신속하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을 최종 목표로서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영원히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장할 수 있다. IWA 는 검증된 접근방식을 

현지 상황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벤처에 오래된 문제를 주입하며, 혁신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규모에 걸쳐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유리가 절반도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협력으로, 희소성을 풍요로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유리에 물이 넘치게 하여 인간과 자연사회를 모두 이롭게 한다. 
 
130 개국에서 온 뛰어난 전문가를 끌어모으고, 국제수자원협회(IWA)의 회원국은 과학자, 연구원, 

기술회사, 상하수도 유틸리티를 한데 모이게 되는데, 모두, 용마루에서 암초까지, 그리고 

수돗물에서 수돗물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물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술은 없다. 그것이 IWA 가 시스템 접근법을 

취하는 이유다. 실제로 IWA 는 70 년 이상 연구와 실천, 기업과 정부, 하드웨어, 그리고 세계 물 

의제를 연계하여 설정해 왔다. 

 

• 국제 물 커뮤니티에 미래의 트렌드, 도전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저널, 책, 잡지 및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변화 압력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다.  

• 글로벌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하고 적응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 및 

전략을 개발하며 글로벌 변화 압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유틸리티의 운영 및 상업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 개혁, 제도적 준비 및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방식과 함께 SDG-6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자금 조달 모델 촉진 

• 물을 계단식, 복구 및 재사용할 수 있는 폐쇄 루프 시스템과 에너지 및 영양소를 추출하여 

전지구적 변화와 관련된 위협을 섹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경제 적용에 대한 시스템 

접근법을 장려 

 

지식 교환의 장 마련 

• IWA 콘텐츠,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에 회원 및 부문 리더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지역의 참여를 극대화 

• IWA 회원 및 기타 수상 전문가가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회원국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지역적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흥 경제국의 물 분야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전문 콘텐츠를 창출 

 

연구와 실천 사이의 다리 

• 대학, 연구 재단, 유틸리티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물 분야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시스템 접근법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물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의 속도와 수용력 향상을 목표로,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명, 개발, 확산을 

향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유틸리티 기업이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운영 중단을 인지 및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타겟 플랫폼 제공 



 

 

• IWA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개발하고 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물 분야에서의 

혁신 흡수를 가속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SDG 구현 지원 

• IWA 회원국과 협력하고, 이사국과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 물 부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고, 국제 물 부문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폭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투자를 위한 격차 해소 및 SDG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격차 해소 우선순위 부여 등 SDG 의제 

지원 및 홍보 

• IWA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업무를 통해 SDG6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Water and wastewater companies for climate change(WaCClim) 
 
WaCClim# Ë�=./ XÆk[2 Ñf $ [á� 8V îÞ j!r ç=75 5§.î $ý ¼4 
-§)y? Þ¶ V DÿkË \o ��� O?O. jk' ½R:c P g+Î== 5§j? ¬õ 
q;j V jk ¸~)5 5§.î Ñf $ [á? %¬ Ë�= ;Á? Q�$fý P(C 82 
%& $¾C íK2O. WaCCLIM# j� 4^:c )?, -�k Z×, %- X. V DJ( QRC 
æV $ý %¬ nþ: ;2 X3C í�./ ,}2O. ¯ý'( �p# ç=7 jk V %Å 
jk:c f¸ g+Î=? É6C òp.% 82 íK Q� $f @&`Aý ¬õ' (W@à� 
BØ.= G ÑBP à ªPO. (µ�H, µfÌ, 4<, ¥jý? 5§) 
 
Global water partnership 
 
GWP? ×-# $ ,W? vwO. ^<? £�# XÆ k[./ 6`2 í�C 8V 4QR? 
X\5 ±<� �-fß= ªPO. 
GWP(Global Water Partnership)= 179íj: 3,000í Pq? ç=7 $¤P N= C+D ã� 
Ê=>YO. Ê=>Y:= 68í? 6( jk $ ç=7Eý 13í? X¢ $ ç=7EP NO. P 
Ê=>Y= 4QR ±<: ±8 Îù $¤, F Kvjý í�Ñqj ¬U %±, !"? %±, ¯ë 
í� #(, -� 5), ¸� %±, ×¬U %�, CI U�: íëÙ� NO. 
GWP 의 액션 네트워크는 지식을 제공하고 세계, 지역, 국가, 지역 등 모든 수준에서 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다. GWP 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의 네트워킹 접근방식은 

조정된 행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다른 많은 핵심 개발 파트너들의 작업에 가치를 더한다.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상권이 서로 협력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네트워크'이다. 

대개 이러한 문제들은 경쟁 수상 사용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되므로 자원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여러 부문에 걸쳐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합 접근법이라고 한다. 

 



 

 

훌륭한 거버넌스 - 투명하고, 일관적이며, 포괄적이며, 섹터에 걸쳐 통합된 물 정책, 법률, 금융 및 

기관을 보유하는 것. 수자원관리(IWRM)에 대한 통합접근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6(물 위에서)는 이 접근법을 채택했고 GWP 는 20 년 동안 여러 나라가 이를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갖고 있다. 

 

사회 전체의 참여 필요 - 그것은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복수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170 여 개국에 3000명 이상의 기관 파트너를 두고 있다. 우리는 68개의 

공인된 국가 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을 아우르는 

13개의 지역 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합된 플랫폼은 GWP 의 핵심 신념을 구현하는데, 

그것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물 관리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GWP 파트너(지역, 지역 및 전 세계)는 물을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물 사용 사이의 균형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WP 는 여러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많은 네트워크로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 , 

법률, 제도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옹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사결정자와 기관은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동 변화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건축 능력은 참여적 접근법, 워크숍(예: 자금 조달, 홍수 

관리, 국제 수법) 및 국회의원, 여성 단체 및 도시 계획자와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할 수 있다. 

 

GWP IWRM ToolBox는 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지식 센터다. GWP 는 또한 과학과 기술을 정책과 

실행과 연결하기 위해 파트너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물 정책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투자와 실행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GWP 의 비교우위는 기술적 전문지식과 파워를 결합해 물 확보세계의 비전을 현실에 가깝게 하는 

변화과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2015Ï 9¦ !"á):c 193íjP ~?2 2030Ï XÆk[�- �GO:= 'F�Ñ H: 
dIX ÛJO'= %X+ í� ý�� n9'P/ t²'( ë3*+ V\.% 82 'y) -6? 
½î5 ç=7E'C µ�./ NO.  
¿# $±<5 ±< »P= 34 ú¶5 É}P _k[.O. XÆk[�-�� 6� – "Îù 
yz:{ $ý 89: ;2 P²k[Éý XÆk[2 ±<"= 34 ú¶, ¯É`�, %¬, 3À, 
:7X, ¾a, Ñf, 9¥w � ;U[? Op ��5 _k[? ±w: N*s qØ ?�'PO. 
SDG 6# $ W,: ;2 æ~ ¥a�: ;2 ð# 4^? ¬õ' ÐÆC �62O. �� 6.5= 
GWP ç=7k Îù O¯É:c 6æ'*+ kX= [Î+c "2030Ï³X ��5§C tu2 
Îù 4^:c æ~ 4QR ±<� ÿf2O"= ªPO. GWPk - vw ¬Á 4¶: tufß= 



 

 

G ÑBC ^ æ~ 4QR ±< ¥a�# eÓ Û%5 6¬./ ¯°'( 4QR \[: %;2 
5§? ,¶C Hµ+ 2O. tè' $ AÀÔË= �� 6 !? îÞ ��KY e`J Op ±8 
��5 ��, �E �� 17? P( 4H: ¸\.= ºmPO. 
 
Country Water Partnerships 
CWP 가 GWP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CWP 를 국가에서 법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주최하거나, 국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하고 GWPO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지역 차원에서 통합 수자원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하위 국가 수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러한 물 파트너십은 종종 특정한 지리적 지역이나 강 유역과 연결된다. 이러한 지역 

또는 유역 물 파트너십은 GWP 국가 물 파트너십의 일부분이다. 실질적인 이유로 이 수준의 

파트너십은 GWP 네트워크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GWPO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Regional Water Partnerships 
X¢ $ ç=7E(RWP)# j�C L� X3ý �æC 6!¹ 4 N= �Ü2 %[C kX/ N*s 
k[2 2 KÂ82 PV|yQ Z×C .Ä+ Î*% 82 íë'P/ tè'Ps É(X'( 
)R ¬ÁC kä ª*+ %;O. 
RWP= ªª �¬ PM� O<% 8V PV±wQ� ¶X.î X¢ $¾: '~./ Ê=>Y 
-6: �� �æý ÎÂ y´: ?V N�v V\ÁC �f2O. 
®2 RWP= t£ w�ý ê÷: �f X¢ V jk ½R? Ø� P(C XR2O. 
RWP= ËË+ æõ./ X¢ y£j# iq'( ´NC ±<2O. ;U[? �^, RWP= ØË= 
%± 5¬C æV ç=7EC ;:.î Q�C ±<./ ¤RC /².= ØË= %±: GUO. 
 
¬Á 4¶ V w�C 8V æ~ ¥a�C '².�� OìP Hµ.O. 
$? O¯2 y²ý yzl? $ 4µ? Â8� /�2 $ í� V ±< 
• ±wQl:{ $ w� V ±<: ;2 �L)C Uî.s, �E îÉý 34&? ½î ,W: 
â?� %2(O. 
• Af�� ¬Áý $ í�, ±< V y² I? ¯ë1 ±w� tu2 4QR N1C /�.= ¬Áý 
^Kz8 
• X¢ V !¢ 4^:c P<�v $ý ±8 \¬# � KÂ82 jk �� fÉ? Kq: 
��AÄ ö¶2 ÎzÙX Û=O. 
• $ w� V -ï# WO KÂ82 y)', ��', ��' ��: æ~O. 
 
$ ��� O<% 8Vc= ö/ 4^? ¬õ' ?Xk Hµ.O. $,W= ¬õ XÑQlP 
O}cc $? O¯2 y²: ;2 ��´ \¬C !</ Q�$fý f(C ¹ ¼:Y Ñf¹ 
ªPO. 4QR ±<� SDG? iU+ ·= ª# ¬õ XÑQl:{ Z )2C �62O.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ion 
 
SIWI= XÆ k[2 �-ý %¬ )k§C 82 $? âµ ¢¹: ;2 (3C ðP% 82 XH' 



 

 

P§C N</ NO. SIWI= 5§ý ç=7E �7C æV %¬ 'Çý Qþ, vw 4QR? p�2 
P²C 8V 6¬./ tè'Ps -1'( -ïC 4¶¹ 4 NO/ W/ NO. 7¶' Q�%�+ 
dì*+B SIWI= $ ��: ó�C »o 4 N/ ¬õ' �R: N1C �X ÛC 4 NO. 
SIWI= ¬Á %±PO. ^<= Ë�S j�5§í�R(Sida)*+U? 34 Qþ5 í�Ñqj? 
��É}C XR./ %¬nþ? N1C -vw'*+ �P% 82 6�? ��� 82 ãtC 
XR.% 82 ºm Q�C �=O.  
SIWI= -ï' g+Î= ç=7E? Ó¥+ ¬U, j�%�, X¢ (8Q V CI U�ý 5§.î 
¬Áý ÿ®C ¸\2O. g+Î= Â8= O¯.XY, Zªl# ýI' ¸�, ¬Á $L, g+Î= 
±<, j� ê8 ®= ¢b �7, Z</ ÇA %;? $ X*+´ ¬W+ ?y\¬Q5 $ y²Q� 
XR.= BØ �? $~*+ �ÉÙ= �1P NO. 
 Sida, UNDP, UNICEF, 록펠러 재단 등 

 

- 6!4QR: ;2 5§# £Ü v;� 82 $ ,W: H4'P/ XÆk[2 í�? �+´ 
%)� 1 4 NO. P= X¢, jk ½R:c ?y\¬Q5 ÿ£Q� XR.î Ý�C �P/ �� 
�-ý É}C Ç;fq 4 NO. 4QR 6!+ (2 Ý�# ªª jk ,W ^Kz8: N1C 
£�O. F 4QR# T# Â8:c ��, y), X¬I' ��5 U¥.{ ¸±Ù� NO. 
- 물 외교는 지역 협력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물 할당과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된 

수자원의 할당과 관리에 관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게 한다. 

-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W? ¬%'( |�? HµÉ: 7}% w�: N�c jk I ¿# 5§±w� �7.= G 
%&' 
- 5§# $, 3b, :7X ,W, ¾a2 9¥w � !¢ jk: ;2 îÞ *+*+ P�ä ªPO. 
 
Africa-EU Water Partnership Project 
AEWPP= eg<h? $ ±8 (gJ g+Î=: � x# 66 V CI Q&P ¥a¹ 4 NÑd 
./, ¢b �7C æV eg<h ¬Uk $ X\�$: «Q¹ 4 NÑd }�./ XR.= 3íÏ 
g+Î=O. 
!6¸~(EU)ý eg<h $}±)?, Ë�S ¬Uk fO� æV 6�yt*+, !6¸~(EU) 
X(8R)k Q�C $f./ NO. g+Î= f(# ËVWò j� $ ¸�¶(SIWI): \¬O. 
AEWPP= 2025Ï eg<h $ ×-ý XÆ k[2 í� �� fÉC ��+ 2O. 
2002Ï !6¸~(EU)ý eg<h¸~(AU)# eg<h U�`X í���5 ±8 $ 6�, 89, 
4QR ±< fÉ: %î.% 8V EU-eg<h $ �� V 89: ±2 -ï' ç=7EC 
¨¶.hO. ç=7E# eg<h $ }±)?(AMCOW)5 EUk ?}C Y/ N= EU $ 
P`Z@à? eg<h >[Z×P ´NÖO. eg<h-EU $ ç=7E g+Î=(AEWPP)= P 
ç=7E? XÆPO. g+Î= f(# ËVWò j� $ ¸�¶(SIWI): \¬O. 
AEWPP= eg<h? y)��' �-C 82 $? `�./ XÆ k[2 y²C ,!.= 



 

 

R''( ¬õ %�( 2025Ï eg<h $ ×-ý XÆ k[2 í� ��� fÉ.= ªC ��+ 
./ N*s, eg<h $ %; f¨? g+Î=? ò¬' ÿ( k[ÉC 1qfß/, � x# 66 
V CI Q&: ¥a¹ 4 NÑd u*+B fÉ.= ªC ��+ ./ NO. $ ±8 (gJ 
g+Î= V ¢b �7C æV eg<h ¬Uk $ AÀÔË: «Q.Ñd }�./ XR.= ª. 
AEWPP= AMCOW, EC, Ë�S j�í�5§j(Sida), SIWIk 6�*+ f(2O. ç=7E 
;þ= Hµ: �J æ~Ù� (4� W}./, GH X3C í�.s, �¬ g+Î=: ;2 
?ðC çÿ.î 6!./, Q�C $f.% 82 g+Î=� .v¹ ªPO. 
AEWPP= �'C fÉ.% 8V EU )Rj, eg<h g+Î= Ë�c, DFI, g+Î= ^× f¨, 
fCy)H6(CSO) � KÂ82 (8Q V %±ý 'È'*+ 5§¹ ªPO. AEWPP= 
AEWPP? ÿÇ g+Î=? Q� $f: ¤¥ %î¹ KY e`J eg<h? $ %; f¨: ;2 
Q� $f g+vË� Î XR.= «k ç=7� �N2O. 
 
World Water Council 

3Ï�O 1<= vw $ t_# $ &'`@5 PV|yQlP 5t./ }%'( v-C P\ 4 
N= ËÌÍC �62O. t_:= ¬õ, OQ%±, Iw, fCy), CI � nwn&? ½îQlP 
Î(O. 
 
2009ÏU?, vw $ 8R)= vw $ t_? ?) ?y ý¬: ±îV ]/, x# (y5 
P`Z@à� æV $C 82 j)?Rl? Çk.= Ê=>Y� XRV]O. 
• ¬U V ç=75 5§.î âµ Oë� ¬õ t_ ?�: ;2 $? kfÉ Ç; 
• Forum âöjlý 5§.î Water Fora yP? ¬õ (8Qlý? 5§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내용 

- 물안보는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국가의 재원을 배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나라들은 분산된 협력에 관여할 것을 당부한다. 물·위생에 대한 글로벌 인권의 제고와 과거 

대비 물 분야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과 예산 집행 프로세스 최소화, 급박한 

물·위생 난제를 위해 추가·별도의 재원을 배정한다. 

-  인권으로서 물과 위생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  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모든 국가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선진국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 환경관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할 것 등을 촉구한다.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모두 노력을 분배한다. 따라서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한다. 

-  물 관련 분쟁 최소화,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협력 연구 강화, 인권 보호 및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 특히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 공무원, 물 전문가 

조직의 중요한 역할 재확인 

-  통합수자원관리(IWRM)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 각 분야와의 물의 합성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만든다. 모델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 도시 개발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IWRM 을 물로서, 사회의 모든 부문과 종합하여, 과거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  공유수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횡단 및 광역)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및 재원 조달, 국가 차원의 물 관련 거버넌스 솔루션 실행, 날카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노력, 이 지원 기구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및 운영 자금 준비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각국에서 이행해야 할 물 문제 해결책의 안전한 실행 능력 확보. 

-  오늘의 의회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과거 진술을 공유하고 평가하며, 각국의 물 관리 상황의 

변화와 의회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물과 관련된 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와 복원력 및 대비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수자원 관련 재난의 위험 증가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4월 13일 지속가능한 

세계 물 포럼 – 장관 선언 – 2015년 4월 13 일 물 관리 및 계획에 유역 수준의 적절한 토지 

관리를 통해 지원되는 IWRM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자연계 및 적절한 물 

기반시설의 건전한 관리에 기초하여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예방, 복원력 및 대비력 제고가 

포함된다. 

 

- 우리는 국제 원조 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정부간 기구와 기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녹색성장 등 기후관련 기관을 

포함한 수자원 관련 글로벌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관 협력관계를 적절히 강조한다. 

GGI(Global Environment Fund), GC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가 그것이다. 

 

-  혁신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고 과학, 기술, 정책 및 관행을 연계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물 관련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서 "이행"으로 길을 닦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건전한 과학 기반의 공공 정책 및 규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한다. 우리는 

특히 스마트 물 관리 및 계획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각국이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금 조달, 투자, 교육, 훈련 및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해 지식 공유와 과학 지식 및 혁신 기술의 개발 및 

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물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온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물포럼의 

과학기술 프로세스 출범을 환영하며, 그 진척상황을 바탕으로 그 과정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Women for water partnership 

WFWP= eg<h, efe, 7d£5 h<àV, �!6, ÌhcË, 7^efe(EECCA X¢)5 
c!6? Ð 134í 0¶S V 7÷& jk:c îÉ <�EC \XV îÉ $¤ý Ê=>Y? 
��2 ç=7E*+, 100Y �P L= îÉ: PpO. 
 



 

 

28í )RH6= Î y): _<� / N*s $ý 89, XÆk[2 �-, îÉ? ½î5 )2 
Uî [á:c Ø�./ NO. )R QÅ# s} îÉ, Iw, îÉ 4q -�k, %t îÉU? `y 
H6, �4 PÑ H6³X O¯.O. WfWP= îÉC $ Æ:c [�'( <�, ç=7, -�k V 
nþ? µR*+ tXZa2O. 
 
PÞ2 Éý= WfWPk v kX ½R:c �f: V\ÁC Îb.= ¥aë3? ¤¥'( 
\ý$PO. 
1. c_< 4^? WfWP= )R $¤C æV -ï' ç=75? 5§C æV X¢ îÉ H6k $ý 
XÆ k[2 í�ý ±8 X¢y)? ^K ý�� V\¹ 4 NÑd 2O. îÉH6= Q:? 
ytC ±< ú�./, X¢ ?�: N1C £õ/, X¢�:c nþ� âÑ.AÄ ;<¹ 4 
NÑd +× V BØ.= Ìdý XRC �=O. 
2. jk ½R:c WfWP= )R $¤P X¢ V jk:c ¬Áý g+Z¹C í�./ ÿ(.= G 
¯ý'*+ %î¹ 4 NÑd ù(fe V XR2O. 
3. C+D ½R:c WfWP5 Z )RH6= C+D �GO ¨¬:c îÉC 82 XH' �¶<� 
y²./, UNC ×f2 C+D g+vË� æV j�¬Á �-: %î2O. WfWP= ¬ÁC 
íK./ ¬Uk ÐÆC XßÑd .= ªC �w2O. 
 
NGO±8 ç=7E 
 
NGO? y)' kõ 
 
(1) 6Ñ V y)' ÐQ WØ 
NGO? Ø�# y)' ÐQ? )ÑC ;n.= %[ý U¥.{ ±8Ù� Nì. ~�Ô ()ý 
kXk  
a$g: �J y)' ÐQk H6� �¬.î Q:? )ÑC «�¹ KY e`J y)' ÐQ? 
)ÑC BØ.% 8.î Ø�.{ Ø�./ N*s y)' ÐQ� 82 Ø�P XHPÑC 
«�.= �^Ñ N� 66PÑ? ÿpPE Â8 !:c y)' ¬|ÉP (¬g. 
(2) kX c×Ë? ,; 
fC? kX4µ Ç;: UÇ.î ¬U= kX c×Ë� �6Vá .Ä (¬', ò¬' ¢b? 2w 
�ò. �Jc nª NGO= ¬U5 wÐC hAÄ �¶'*+ y)c×Ë� �6. 
(3) fC|i? â6 
NGO Ø�# y)' IÕ(social learning) ý¬. y)' ¸;: ?V îÞ kX y)��� V\.= 
ý¬:c ¬Áý¬: ½î.{ Ù/ &'`=P�P ØÉþ. P ý¬:c fCl# 66 ÿpC 
82 y)' (�? 7µÉC (3. 
(4) j�5§ â6 
jk I ¸;� æV nj? fC I: 6æ ±my: ;2 ¬Á ePÉ�5 (� ë�C 6!.  
NGO= C+D AÀÔË(global governance)? 7µ2 â6k Ù�k/ Nì. 
 
P:�5 NGO jÊPÀË? ç=7E 



 

 

- ¶×Qk �ÀC �Q.� i¬ �ãC �¬2 y) �� V\C 8V %U.= Ì� �=k# 
l<' ¶×� .v.= 4HPO. %t:= y)6m Ø�ý �f: ]oC Ç;fj «k'( 
òRC y)6m yt: «Q¹ 4 N= !( ¯ý� �62O. 
P:�òHý jÊPÀË? y)6m5Ð# 2019Ï 6\ýO.  
 
(1)2019Ï P:�<ni# efe öó M� SPA à:� Mo:c L].= 30îª? pM� 
�] /8: 2Vc �¬ %I �, í| 500R? %U�C '¶.= /8 ½îÓ ·4(C qrO. 
$É %U�# jÊPÀË� æV I;ÃVe�? m<uy V m<õ�yt: shO. 
¬òA P:�òH ;�= £É� SR: "P:�òH# ~Ì�, kXynX;XR: X7V 
y)6m ytC -í./ NO"s "P:� w1y CSRÑ Ú# ±�:c v(./ NO"/ 
¨�ÖO. 
 
(2) P:�¦�? C+D SPA à:� Ëç~5 MBC TV ê[ ‘t�u.`?’? ‘vs<’? 5t qÀ. 
5t qÀ? 4Ñ� 7 1�R# 9HÀ �Q: y²w P:�òHý jÊPÀË� Aç -j 
I;ÃVe� V 0¶S k¬ e�C 8V %UO.  
 
2. SNS? ç=7 E 
=8?? îÉ() ´� ·4( 
=8?k 25i vw îÉ¦§ «ë? ÔU? 12¦ 10i vw()KL%xi³X 16i �, 
îÉ¦§ ;; V () 1q ±8 C+D ·4( ‘vwîÉ¦§«ëâI(16 Days of Activism)’C 
'È XR2O. 
îÉ¦§ ÃVQ XR H65 îÉ()H6 �:{ =8? K/×� XR.= 
‘y�tj(#AdsForGood)’ g+Z¹C v(.s, j!:c= 2jîÉP�Q)5 }yîÉ6úP 
K¬w =8? K/×� XR �= ç=7EC \É. 
2jîÉP�Q)= 20Ï �, OECD jk 7 ÉÜ Â�Å½ 18� %d./ N= 2j y):c 
Ì+Ä 19 y¥ P¬ V/5 /z P� -k+ � 1ÿVv ¤}! É¦§, /²H�, {²É½Ü, 
ÉÜ Â� Å½ � îÉP�Ql? pÿC N<% 8V =8? ·4(C v(2O. 
 
=8?= vw îÉ¦§ «ë? Ôý vw()KL%xiC »e UN WomenV UN 
()ö/;�y£¶5 ç=7EC h/ �Ü PÎXÑ cd2O. vw îÉ¦§ «ë? Ô 
PÎX= Vf¥Z ‘#OrangeTheWorld’, ‘#vqC_âÆ|*+’, ‘#16Days’, ‘#`�v;’ �C y²2 
=}: '²O. vw()KL%xi PÎX= Vf¥Z ‘#HumanRights’, ‘#()’, 
‘#vw()?Ô’ �*+ y²¹ 4 NO.  
 
 
 
%t? ç=7E 
CJ �i�| £Ê>? MÌ� �~  
]Ï 3¦ 22i# ‘vw $? Ô’PO. �½ mnVX= $ Uoý 4ä ~ûC ëX./ $? 
¶7uC Ù�%% 8V UNP �¬.î Kt2 ÔPO. CJ�i�|? V¯m&4 ‘£Ê>?’k 



 

 

$? ÔC »e WK�£<�=5 "Û/ $ Uo*+ 9�C 85�= eg<h ePl:{ 
012 $C -f.= ‘£Ê>? MÌ�~(BARCODROP) ·4(’C v(2O. £Ê>? (ßX: 
%U² MÌ�� �I ¶×QlP "Ð{ %U: ½î.Ñd ./, %U �ã# $ Uo: 
:ì.= eg<h: -fV ePlP 012 $C �C 4 NÑd Ñ5â{ O. 
 
P� ·4(# $ë2(DROP) Î¯? %U² MÌ�(BARCODE)k �I�O= S:c ‘£Ê>? 
MÌ�~(BARCODROP) ·4(’PJ Pò �î�O. -j WK�£<�=:c L]Ù= 
£Ê>?� �Q.= ¶×Ql 7 %U� �Õ.= ¶×Ql# %�? £Ê>? kÅ: 100RC 
��î w÷.� O. ¶×Qk 100RC %U¹ ¼�O CJ�i�|ý WK�£<�== nn 
100RÓ «k %U, 1å| á 300R? %U�ãP ÎeX{ O. ¶×Q5 !æy, �$y 3Qk 
u� .= �+´ ë3? %U ·4(( �PO. 
 
$É %U �ã# !`vg� æV eg<h ��PlP �ÿ 4 N= 012 $+ -fÙs, 
1�P %U¹ ¼�O 300�? ��Pl:{ $C Ä�� 4 N{ O. eg<h= 34R Uo: 
ff<= ;�'( X¢*+ 9�? (�k ,-2 34� �fX �./ N*s,~û $+ (2 
¨yå*+ Ô�O 6000�? ��PlP 9�C  / N= ÿ¬PO. 
 
oè:https://www.cj.net/cj_now/view.asp?bs_seq=8689&schBsTp=1 
oè;�fË Pò# %Q 
oè : £É� SR(http://www.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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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 
 
1. ¬U 
 
(1) q4 6� (¯', %-) yt 
 
a. Ë�= >? fËO (gJ �7 XR(X.4 í�, (?ü c×Ë �) 
b. Ë�= >? fËO �- í� ¸� 
c. Ë�= >? fËO ±8 %- ÷t? HµÉ ¸� V ÁW 
d. j! Ë�= >? fËO ÑQ ;q X¢? ,; yt ÿf 
e. Ë�= >? fËO �7 ±8 %-, ÷t6 V (§? �� 
 
(2) 89'( 4ä±< yt (ä') 
a. 4Rj ¬U? 4ä±< ¢baþ 82 6£R ó÷ |i 
b. Ë�= >? fËO: ÑQà �+´ 4ä±< %- ¸� yt XR 
c. 4ä ±<� 82 ;qÜ |i Q� �ã 
 
(3) ò¬ ,; yt (ò¬ XR) 
a. 34 ±8 ODA Çã 
b. Ë�= >? fËO �7C 82 ò¬ XR? ,; 
c. 4Ñ y²v XR g+Z¹ v( 
d. ICT� 82 ò¬ XR ,; 
 
(4) XÆk[2 C+D ç=7E �7C 82 P§ 
 
a. 34XRC 82 C+D  � �8 
b. %-, X3? XRP Hµ2 íÑjC 82 |i V `yØ� 
c. í�Ñqj? Ë�= >? f@ �7C 82 -�k V %-Q çð 
d. j! Ë�=>? f@ �7 GP?5 y´ 6! 
 
 
 
2. %t 
 
(1) f¨ �7 f %t? (§, %- �? XR 
 
a. %t ½R:c f¨ �7 f pX(C {².î iQ< >o ¯ý ÑÎ 
b. yt f(f ¯°'( ×² -ïC P² 
c. j�f} voC æ2 %-? O¯þ P§ 
d. ±8j: Xy ¨¶*+ yt? ,;5 �f: (§ R$ k[ 
e. pX ��ý %-, pÆ �: ±2 GP?? 6! 



 

 

 
(2) XÆ k[2 f¨, :7X ¸� 
a. Å %tý5? X3 6! 82 ¸�/%- 5§ 
b. j�ytU? �7C æ2 j�' 4^? ¸�� v( 
c. %t:c �6.= Ë�= >? f@ !? Q6'( :Ì c×Ë� æV %t P£X ÁW V d. 
��� ¸� 
e. ��: £õ= N1C ¸�./ y-, y¬ `k v( 
(3) ¬Wæ:%-(ICT)|i f( - education 
a. pX( %-Q� ;q*+ ICT|i f(, %- -4 
b. %t ½R:c? Nq £É� ]6� P²2 ÁW� Ø²2 |i(�=k ¯ý + ICT|i ¯ý) 
v( 
c. pX nj? Ô�, X<¬W �C $~2 Q�� MT*+ ICT %-C �V pX »�Ó %- 
|i v( 
d. ¬Wæ:%- ÿÕ |i v( 
 
(4) %t? y)' ÁÂ Ø�C æ2 5§6w �7 
 
%t !: j�í�5§ Uc� �8.î ¬U, ÌPh, NGO �ý |�.s �¨kC â/�C 4 
N= �� �8 
%U ��X� æ2 íÑj %- �- XR�? �8 
Ì��=kC 'È P².î %t!? c×Ë5 ¥�fj nj? H65 ç=7E \É 
Vr ytj pX âCl? 34 89C 82 ·4( v( 
 
 
3. fCy)(H6) 
 
(1) 4ä~û íKC 82 �� ·4( Ø� -(3�/ � 
 
a. X¢ âCl ;q 012 $ý 89? 7µÉ |iC æ2 4ä~û êë 
b. ±8 �Ë�ý |i Q� �ã ¬ \t 
c. 4ä ~û ¬W? �6þ5 �� ·4(C 82 ÷Ï H6 ÎX 
d. �� 4Ë@D %�, e� c×Ë f¨ V �þ� Ó3*+ v(.î âC ½îÑ ðP% 
  
(2) Ë�=>?fËO ±<&|i  
 
a. Ë�=>? fËO Ø² ë,: ;2 â%'( |i ÿf 
b. n X¢Ü+ ;IC K¬.î ‘Ë�= >? fËO ±< V |i’ �e< >¨.= � ;I 
½R:c X¢ yt: ½î 
c. fClP Qâ P².= ;7|æ ¬�}: Ë�=>?f@ |i ±8 K/ ¢o 



 

 

d. Ë�=>?fËO ±<5 |iC 82 ?ð |�? }C �8./ âClý? ¶æC æ2 
Ã�� Ø² 
 
(3) X¢ ½R:c? â(?3C æ2 Q�' ½î?3 u¯ 
 
a. fCy) ½R:c? g+Î= Ø� (e.g. 1XÑ) 
b. âCQõ´N8R), I9 �6 �C Ø²2 ?ð|�?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