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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175개 업체 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순조롭게 끝나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가운데 개최된 2011 WATER

KOREA in Daejeon이 폐막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10번째

의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러낸 WATER KOREA는 이제 명실공히 국

내 최대의 상하수도 관련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1년

행사는 국내 최고의 전시회라는 타이틀을 넘어 국내 물산업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

우리 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

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75개 업

체가 570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참가 업체 및 부스 수가 최근 3년

간 평균 150개 업체 450 부스를 꾸준히 상회하며 전시회는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전시회 외에도 관련 공

무원 및 종자사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세계와 함께 물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2011년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계 행사는 단연 물산업 관

련 해외 인사 초청 프로그램이었다. 협회는 행사에 앞서 6개국 22인

의 해외 기관 인사를 초청했다. 이와 연계되어 WATER KOREA 첫 행

사인 개막식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행사 첫날인 10

월 31일 오후에는 해외 인사 70명과 국내 상하수도 관련 인사 1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International Water Industry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별 상하수도의 현

황과 정책 방향, 신규 프로젝트 및 사업 전망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

업 참여 기회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아울러 상하수도 분야

의 상호협력을 위해 베트남 상하수도협회 및 인도네시아 수도사업

자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들 해외 인사들은 행사 둘째날 4대강

보 및 국내 상하수도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상하수도 기술 및 고

도화 시설을 견학했다.

우수 기술력 대내외 알리는 계기

이번 WATER KOREA에서는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와 더불어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되어 상하수도인의 눈길을 끌었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참가 자치단체의 기술 수준이 월등히

우수해져 지자체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펼쳐졌다. 종합 시상

에서는 부산광역시가 특·광역시 부문에서 1위, 도를 대표해서는 강

원도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 기타 자치단체도 최고의 기량

을 과시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내보였다.

WATER KOREA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자재 전시회뿐만이 아닌 무형

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첨병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

다. 이에 우리 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공

동 주최로 상하수도 업무 개선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서 자치단체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실질적인 업무 개선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기관간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총 21편이 발표되었

으며, 상하수도 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 개선 및 연구 사례

보고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생생한 정보가 제공됐

다. 아울러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는 ‘『물 재이용 촉진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물산업에 대

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아울러 수자원 관리에 대한 업무 효

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값진 정보를 한 곳

에서 모두 접할 수 있게 해 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감사한다”며 만

족감을 나타냈다.

물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

WATER KOREA는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 면에서 장족

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참여 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자체와 해외 참관인들에게 국내 상하수도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부스별로 선보인 업체들의 신제품 및 기술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

준을 선보이며 국내 물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자는 “최근 물산업이 국력

을 가늠하는 미래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

에서는 수돗물의 품질 개선을 통해 국내 상하수도 관련 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면서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이런 맥락과 함께 국내

물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로의 비상

전 세계는 향후 효율적 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국가 서열의 재

배치가 예고 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부응하여 세계 물시장 진출 및

선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WATER KOREA는 국내 물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세계 물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와 기술력을 제공하는 전시회로 그리고 세계 물시장

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국내

최고의 물산업 전시회가 해내야 할 과제이자 의무일 것이다.

물산업의 밝은 미래를 확인한 
2011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세계 물산업의 미래를 논한 진정한 국제 상하수도인의 대축제
2만 4천여 명 관람, 국내 물산업의 지표를 제시했던‘열정의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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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2012  WATER KOREA국제상하수도전시회

단위행사 안내

● 개막식

일시 2012. 3. 19月 10:30~13:20
장소 KINTEX 전시장 로비 및 회의실

대상 협회장, 환경부 장관 등 30명 내외

내용 환영사,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 시상, 테이프 커팅, 

전시장 투어, 주요 인사 오찬

●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일시 2012. 3. 19月~3. 22木 10:00~17:00
장소 KINTEX 전시장 5홀
규모 10,611㎡
내용 기업체 전시관 : 배관류 등 8개 업종 기자재 및 기술 전시

홍보관 : 지자체의 사업자 통합 홍보관

특별관 : 막, 설계, 시공, 운영 등

● 2012년 정기총회

일시 2012. 3. 19月 14:00~15:00
대상 협회 회원(약 200명)

내용 2011년 회계결산 승인

●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일시 2012. 3. 20火

대상 상하수도 관련 해외 공무원 및 전문가

내용 국가별 상하수도 현황 발표

●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기간 2012. 3. 19月~3. 22木 4일간 

내용 3. 19  먹는물 수질개선 발표회(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 

3. 20  상수도 연구 발표회(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3. 21~22  2012년 공동 춘계 학술 발표회(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상하수도 포럼(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 폐막식

일시 2012. 3. 22木 16:30
장소 KINTEX 전시장 로비

참석인원 시상기관

내용 종합시상 및 기업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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