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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사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 서울시 상수도 우수기술을 활용한 외국도시 교류협력 및 민간기업 지원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 1. 해외진출 추진기관
서울시 상수도는 1일 총 12,500㎥, 급수인구 125천만명으로 서울의 4대 문안과
일부 용산지역 급수 가능한 정수시설을 뚝도에 건설하여 1908년 9월1일부터 통
수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 상수도관련 독립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1989년 11월 21일
발족하였으며 현재 1개 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
터를 갖춘 2,00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적으로 1일 총 생산량 12,500㎥ → 480만㎥, 급수인구 125천만명 → 10,125천
명으로, 질적으로 2015년 7월 서울시 전역에

100%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서울수돗물이 국내최초로 국제식품규격인증
(IS02200)을 획득해‘아리수’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생산의 변천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서울 전역
의 물 공급이라는 양적인면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대는 깨끗한 물 공급(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서울시자체감시기준 111개를 포함한 171개 항목 수질검사),
이라는 면을, 2010년도에는 맛있는 물 공급(고도정수를 통한 조류 및 흙냄새 등
냄새 유발물질 제거)을 주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수율은 2008년도 95.1%로 동경도와 비슷한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도 ㎥당 공급원가 566.89원(2018년도 기준)으로, 뉴욕 6.4배, 코펜하
겐 5.7배 등 OECD국가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2. 해외진출 추진부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대외협력과를 2012년 9월
신설하여 정부정책 물 산업 육성전략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과 연계하여
민간기업과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상수도관련 수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서울시의 물 산업 해외진출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간의 축적된 상수도의 우수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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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연수 및 기술자 전문파견 등 전수를 통해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정책 및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의 상수도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 정립에 일조를 하고 있다.
3. 해외진출의 장애요소인 법규 정비를 통한 해외사업 한계 극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임에도 해외사업이 공사로 한정돼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한 개정
(2018.4.25. 시행)을 추진하여 해외건설업을 추진 할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외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재되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해외진출 주요사업
• 서울시와 민간기업 역할분담을 통한 수도사업 입찰 등 참여지원 협력 사업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활용한 저개발국가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ODA사업)
• 코이카, 월드뱅크 등 지원금 활용한 해외 수도사업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사업
• 상수도 정책연수 및 해외홍보 등 해외진출 기반조성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5. 해외진출 추진배경
5-1. 세계 물 시장은 연평균 4.2%씩 성장하는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
물 산업은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반산업으로서 가뭄 등 물 문
제 해결과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글로벌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022년 까지 연
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되고 있으며,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 산업
을 선점하기 위하여 전 세계 물 기업 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 지고, 과거 물
산업은 사회 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비즈니스’로의 인식
전환에 따라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
이며,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까다로운 해외진출 여건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수의 글로벌 물 전문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해외시장에 성
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전략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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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한 물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
선진국은 물 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 육성전략 수립 등 지원정책을 강
화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 증대,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물 전문기업의 운
영·관리 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수도 사업 환경변화
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5-3.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과 운영·관리경험 공유 및 지원요청 증가
서울시는 국내 수도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수도사업자로서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로 해외 개발도상국가 도시들의 상
수도 기술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
울시는 상수도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수도시설이
낙후된 저개발국가의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등 해외 수도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고 있다.
5-4.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요구
서울시의 수도사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재정 확충 등 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수
도 사업에 입찰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운영실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상수
도 운영 실적이 풍부하고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의 공동참여를 요청하고 있기에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해외진출 년도별 주요사업
6-1. 2012년도 서울시와 민간기업 역할분담을 통한 수도사업 입찰참여
- 2016년 ~ 2020년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수주
6-2.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ODA사업, 저개발국가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 2013년 ~ 2018년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6-3. 2016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지원
- 2016 베트남 후에성 식수시설 개선사업(수질측정기 등 설치)
6-4. 코이카, 월드뱅크 등 지원금 활용 해외 수도사업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참여
- 2014년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8개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타당성조사
- 2014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시 에리아마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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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도사업 해외 공동진출을 위한 민간기업과 MOU 체결
- 2011.07.19. 한국환경공단과 수도사업 분야에 관한 업무협조약정
- 2011.11.18. LG상사와 인도네시아 상수도 프로젝트 업무협조 양해각서
- 2012.01.11. ㈜삼안 등 3개사와 브루나이 수도사업 공동진출 업무협약
- 2012.05.04. 극동건설과 인도네시아 상수도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
- 2012.12.11. ㈜하이텍이피씨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사업 공동진출 업무협약
- 2014.05.08. 로스웰워터텍글로컬(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정수장 타당성
조사 공동수행 업무협약
- 2014.07.08. 동부엔지니어링(주)가나 상수도 프로젝트 업무협조 양해각서
- 2014.09.16.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공기업 개혁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상수
도공사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정수장 개발사업 업무협약
6-6. 상수도 분야 상호협력 및 기술․경험․정보 교류 해외도시 등 MOU 체결
- 2012.05.29. 태국 방콕수도사업청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2.06.21. 브라질 히베이랑쁘레뚜市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2.06.22. 브라질 모기미림市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2.06.26. 페루 픽시市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2.06.28. 페루 찬차마요市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2.07.23. 파푸아뉴기니 상하수도공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5.03.06. 베트남 후에성 상수도공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5.04.20. 페루 후닌주 상수도공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6.10.25. 베트남 닌빈성 상수도공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7.03.14. 베트남 껀터시 상하수도주식회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 2017.09.27. 브라질 파라나주 상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상수도 분야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6-7. 서울시 상수도 전문기술인력 해외파견
- 2012년, 2014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시 전문인력 파견 기술진단 실시
- 2015년 베트남 후에시, 하이즈엉시 전문인력 파견 기술진단 실시
- 2017년 브라질 상파울루시, 쿠리티바시 전문인력 파견 기술진단 실시
7. 해외진출 주요성과
서울시는 그간의 축적된 상수도 운영경험과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 상수도 경쟁
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수도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또한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을 활용하여 수도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도시들을 도와줌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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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자체 최초로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수도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의 우수한 수도시설 운영·관리능력을 해
외에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 페루 찬차마요시에
상수도 시설개선 지원(ODA)사업을 추진하여 인도적 지원국으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
이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현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신흥국 프로젝터 수주에서 신뢰도가 높으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우위를 선점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 ODA를 해외진출 공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
여 민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의
물 아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 최근 3년(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요사업 실적 및 주요사업 성과
8-1. 서울시와 민간기업 역할분담을 통한 수도사업 입찰 참여 성공사례

사업명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추진

○ 민간기업 사업 참여 제의

- ㈜삼안이 브루나이 수도사업 진출에 필요한 수도사업 운영 실적이
없어 입찰참여에 곤란을 겪던 중 우리시에 공동 진출 제안

사업배경 ○ 사업참여 검토 및 수주

- 우리시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 브루나이 사업 수주에 결정적 역할 수행
※ 수도운영실적은 공공기관만 보유, 민간기업 독자적 해외진출 곤란

○ 2012년 7월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사업’은 ㈜삼안
등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 해외에서

사업성격 수주한 수도 사업
및 ○ 서울시의 역할은 수도공사 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감리를 수행하는
진행사항 것으로 브루나이 현지에 서울시 직원 1명(감리인력)을 2년
동안(2016년 ~ 2018년) 파견하여 시공감리 수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0년 4월까지 운영감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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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추진

‣ 접속교 2개소를 포함한 연장 2.8km 교량, 연장 5.0km 접근도로
‣ 식수 400m³/일, 공업용수(정유, 가스, 석유화학 용수) 2,000m³/일 공급

사업개요

○ 발 주 처 : 브루나이 경제개발청
○ 총발주액 : 2,354억원※ 시공비 2,219억원, 컨설팅비 135억원
○ 수주분야 : 컨설팅 시공 및 운영감리 분야

본토와 1.5km 떨어진 PMB섬의 교량, 접근도로, 수도,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한 컨설팅

○ 수주금액 : 135억원

※ 서울시 3.32% 지분 수도분야 시공 및 운영감리 인력파견 수행

○ 수주회사 : ㈜평화엔지니어링(전체 주관사, ㈜삼안(물 부분 주관사)
한국도로공사, OMC(현지 감리업체), 서울시과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20년 4월
○ 지방자치단체 최초 민관협력 수도사업 해외진출 첫 사례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수도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시의 우수한 수도
시설 운영, 관리 능력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의 첫 결실

사업성과

○ 민간기업 PMC분야 참여한 국내최초 토목분야 사업
-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정부기관 후원으로 기적같이 수주성공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세계적 엔지니어링 회사(AECOM, ARUP,
CHODAI등)와 완전 자유경쟁에서 국내 PMC분야 수주한 최초사업
※ PMC :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사 선정, 유지관리 등 사업 전체를
수행 완료하고 성과물을 제출하는 용역형태를 의미함

브르나이 교량 건설 현장 현장 감리 파견자 시장님
브루나이 PMB섬 교량건설 서울시
파견 직원 시공감리 격려 편지 및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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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민간기업 협력 저개발국가 수도시설 개선사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명

8-2-1.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및 기술력을 해외도시에 전파, 위상제고
사업배경 ○ 정수장 전문 운영기술 및 인적자원 활용 해외도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내 수도 관련 민간기업 협력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활용한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 취․정수시설 및 매설된 배관관리가 부실하여 찬차마요시 인구의
10%미만 상수도 보급으로 직접음용 부적합하여 시설 개선 필요
- 남미 최초로 한인 시장이 된 페루 찬차마요시 정흥원 시장이

사업성격
및
진행사항

2012년 5월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 자리에서 상수도 시설 개선사
업 지원을 요청으로 서울시는 2012년 7월 초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 기술진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전 조사를 거쳐 2013년 5월부
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완료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의의는 대외협력기금을 활
용한 서울시의 첫 해외원조 사업이며, 서울시의 기술과 국산 자재
를 사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고, 직접음용이 부
적합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업

○ 페루 찬차마요시 라메르세드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추진내용
‣ 타망고 취수장 건설(3,450m³/일), 도수관로 부설(구경 12〃, 연장 1.216km)
‣ 라메르세드정수장 시설개량․용량증대, 송수관로 부설․개량(구경12〃,연장 2,0km)

- 사 업 비 : 9억원
- 수행업체 : ㈜서영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사업개요 ○ 페루 찬차마요시 라메르세드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추진내용
‣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 및 용량 확대(Q=4,500 ⇨ 7,000m³/일)
‣ 우야리키 취수장(Q=4,700m³/일) 시설개선, 도수관로(구경12", 연장 490m)

- 사업비 : 6.5억원
- 수행업체 : ㈜서영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단종합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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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진행

8-2-1.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서울시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 페루 찬차마요시 시장 감사 서한문
서울시장에게 전달 “매일 먹고사는 물”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막막하였지만. 서울시의 6년간 도
움으로 이제는 값이 싸고 깨끗한 물을 마
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메르세드 정수장 개량사업 준공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해외원조 사업
- 경기도 및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사업성과 ○ 2012년 ~ 2018년 6년간의 성공적 공사 마무리로 찬차마요시 주민
삶의 변화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페루 시민 145천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삶의 질 향상
- 국내 민간기업의 PMC용역 추진으로 해외 일자리 창출 기여
-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해외 우리시 우수한 기술력 전파

○ 무동력 저개발 국가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2018.11.14. 페루 리마시 「리막강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한국
기업에 참여 제안 요청, 케냐, 콜롬비아,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우리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관심제고

피차나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

공사전
공사후
우야리키 취수시설 증설 및 도수관로 개량공사

공사전

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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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8-2-1.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수도시설 개선사업 현황도

사업명

페루 서울시 환영 기념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8-2-2. 베트남 후에성 식수시설 개선사업

추진배경 ○ 베트남 상수도 관계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책연수 참여
사업성격

○ 국내 수도관련 민간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하여 만들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식수부족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사례

○ 사업내용 : 온라인 수질 다항목 연속 자동측정장비 제작 구매 설치
사업개요 ○ 사업도시: 베트남 후에성, 사업기간: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약 1억 원
○ 2016.01.28. 베트남 후에성에서 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요청 회신
○ 2016.02.15. 우리시 베트남 후에성에서 사업안 제안
○ 2016.06.09. 베트남 후에성 상수도공사 측과 사업내용 협의 완료
추진과정 ○ 2016.10.14. 온라인 수질 多항목 연속자동측정장치 제작구매 설치 착공
※ 2016.10.19. 수질 多항목 측정기 제작 설치 현장조사 실시

○ 2016.10.14.~12.19 후에성 꽝제정수장에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및 준공
※ 2016.12.19. 수질 多항목 측정기 현장 준공검사 실시

추진성과

○ 베트남 지방정부와 교류협력관계 유지로 향후 상수도 사업 진출 거점 마련
- 국내기업의 상수도 시설설치 경험 및 실적 확보를 통한 참여 기회 제공

○ 베트남에서 식수시설 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多항목 연속

자동측정장비를 제작 구매․설치함으로써 국산자재를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

베트남 현장조사

운영방법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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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

8-3.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및 기술 공유 교류협력 사업 추진

사업명

8-3-1. 개도국 도시별 수도정책관리자 상수도 정책연수

사업배경 ○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로 해외 개발도상국가
도시들의 상수도 기술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요청 지속적 증가

○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 도시별 수도정책관리자 및 수도기술자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정책을 전파 및 국내 상수도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성격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상수도 정책연수를 연 3회 실시

○ 서울시 상수도 우수기술과 정책을 소개 및 상수도 시설을 견학
연수프로그램, 상수도 분야 협력방안 토의, 참가도시 수도사업 현황 및
계획발표, 기업과의 교류 등 해외진출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진행

○ 추진기간 : 2012년 ~ 매년도 계속
○ 참가대상 : 개발도상국 상수도 기관 수도정책 결정권자 및 수도기술자
사업개요 ○ 연수기간 : 매년 3회, 6박 7일, 1회당 15명 내외
○ 연수내용 : 상수도 우수정책 소개 및 현장견학, 상수도 분야 협력방안
토의, 참가도시 수도사업 현황 및 계획 발표, 기업과 교류 등

○ 추진실적 : 총 18회 34개국 66개 도시 223명 참여
○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외국 정책연수자 전파를 통한 서울시 위상제고

사업성과

○ 상수도 해외진출 타깃도시 관심사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해외도시 수도
정책 관리자와 국내 상수도 민간기업 만남의 장 마련

상수도 분야 협력방안 논의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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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견학

사업명

8-3-2. 아시아 상수도 교육기관 협의회(A1-HRD) 운영

○ 참여실적 : 4회 운영(2016년~2019년)
○ 참여기간 : 2008년 ~ 매년도 계속
○ 참여방법 : 참가 국가별 매년 순차적 개최
○ 참여대상 : 아시아 7개국 상수도 교육관계자 30여명
- 한국(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 일본(도쿄 수도국)

사업개요

- 대만(타이베이 수도처, 대만 수도공사)
- 태국(방콕 수도권 상수도청)
- 몽골(상수도 규제위원회)
- 베트남(베트남 건설국, 제2건설대학)
- 마카오(마카오 수도공급 유한회사)

○ 참여내용
- 아시아 주요국가 상수도 교육기관 우호․협력네트워크 구축
- 각 국가별 상수도 인재개발(HRD)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
-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참가국 상수도 관련 정보 공유․전파

한국 개최(2016. 11)

대만 개최(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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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최(2018. 9)

8-4. 상수도시설 외빈방문 시찰 및 해외도시 MOU 체결 등 기술 교류 협력 증진

사업명

추진내용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 서울시 상수도 외빈 방문
일시 장소 : 2016. 9. 21.(수) 10:00~17:00, 본부 4층 회의실
방문인원 : 약 13명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市 부의장 등 대표단 13명
방문목적 : 상수도 우수기술 및 정책 공유, 해외사업 브리핑,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 시설 견학

○
○
○

 국제 물 컨퍼런스 국외 연사 초청간담회
일시장소 : 2017. 8. 17.(목) 14:00~16:00, 본부 4층 회의실
참여인원 : 30명
- 국제물컨퍼런스 국외 초청연사 7명(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
- 본부장, 부본부장, 연구원장, 본부/연구원 부장, 김현욱 교수 등
주요내용 : 서울시 상수도 현황 및 우수정책 공유, 미국, 중국, 호주, 일
본 등 참여국가 물 정책 소개, 자유토론, 시설 견학

○
○
○

 페루 주택건설위생부 차관 상수도관련 벤치마킹
일시장소 : 2017. 9. 5.(화) 13:30~16:00, 본부장실
시설견학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견학
방문내용 : 페루 수도시설 개선사업 관련 서울시 우수정책 벤치마킹
요청기관 : 주페루 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여인원 : 6명(주택건설위생부 차관, 주택건설위생부 자문관 등)

사업내용 ○
○

○
○
○

 우즈벡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상수도관련 벤치마킹
방문일시 : 2018. 4. 2.(월) 10;00~11:40
방문인원 : 6명(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외 5명)
방문목적 : 상수도 기반 개선과 물 공급의 수요관리 벤치마킹
- 주택/공공서비스 부분 수도요금을 조정(인상)하는 방안

○
○
○

 상수도분야 인력교류, 지식 및 기술 노하우 공유 등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향후 해외 교류활동 토대 마련
- 2016.10.25. 베트남 닌빈성 상수도공사 양해각서 체결
- 2017.03.14. 베트남 껀터시 상하수도주식회사 양해각서 체결
- 2017.09.27. 브라질 파라나주 상하수도공사 양해각서 체결

2017년 국제 물컨퍼런스 국외
연사 초청 간담회

2017년 브라질 파라나주
상하수도공사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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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즈벡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상수도본부 방문 본부장 면담

8-5. 수도사업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명

8-5-1.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사업목적 ○ 수도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민·관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사업 공동개발 등 협업체계 마련

○ 구성 : 2015년 구성 2016년 추진, 38개 민간기업, 상수도사업본부
○ 분야 : 5개 분야(컨설팅·설계·시공·수질관리·기자재 소위원회)
○ 임원 : 공동회장(지커스 대표 조용완, 본부장), 분야별 위원장(5), 간사(서울시)
사업개요 ○ 개최 : 전체회의(반기별), 소위원회(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운영
- 해외사업 공동발굴 및 추진, 수도사업 해외진출 전략마련, 기술·정보 교환
- MOU 체결 등 수도사업 해외진출 공동 참여 지원 및 협력 모델 개발
ㅇ 실적 : 전체회의 6회, 소위원회 12회

사업성과

○ 상수도해외정책연구 시 해외방문 도시별 리즈에 맞는 상담 및 자문 추진
○ 민관협의체 회원증서 기업 홈페이지 게재 및 해외방문 시 지참 공신력 제고

소위원회 운영 사진

전체회의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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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8-5-2. 아리수국제화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목적 ○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수행 및 해외사업 모델 발굴
○ 구성인원 : 26명 (2013년도 설치)
- 학

계 : 물 산업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8명

- 유관기관 : 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기관
- 민간기업 : 해외진출 유경험 민간기업 등 6개사
- 서 울 시 : 행정2부시장 등 4명

사업개요 ○ 위 원 장 : 민간. 서울시 공동위원장
○ 회의개최 : 전체회의(반기별), 소위원회(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운영내용
- 해외사업 공동발굴 및 추진, 진출 전략마련, 정보교류
- 회원사별 해외사업 현황 및 계획 공유

○ 운영실적 : 본회의 3회, 소위원회 2회 운영(2016년~2018년)

위원회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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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수도 전문기술인력 파견 해외협력도시 수도시설 진단 및 컨설팅 실시

사업명

해외협력도시 상수도 전문기술인력 파견

사업목적 ○ 파견도시 상수도 시설 및 운영을 진단하여 기술자문 제공
○ 파견도시 상수도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건의
○ 파 견 자 : 상수도 분야별 전문가(토목, 수질, 기계, 전기 등)
○ 대상도시
- 저개발 국가로서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수도사업 해외진출이 가능한 도시

사업개요

- 상수도 기술진단 실시 요청이 있는 타깃도시 등

○ 주요역할
-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및 현지 상수도 관계자 교육
- 서울시 상수도 정책 홍보 및 해외진출 가능성 파악 등
- 해외도시 상수도 정보수집 및 우호협력 관계 구축

2016년 베트남(닌빈시, 하이즈엉시)
사업실적 ○○ 2017년
브라질(상파울루시, 쿠리티바시)
및 성과
○ 2018년 브라질 파라나주 상하수도공사와 MOU체결 교류협력 추진

2016년 베트남 닌빈 기술진단

※ 붙임 : 각종 보도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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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연번

수도사업 해외진출 관련 언론보도사항

구분

보도일자

언론매체

기사 제목

링크

1

2017.04.20.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코리아

2

2017.04.20.

중앙일보

3

2018.06.25.

연합뉴스, 신아일보,
뉴스1, 뉴시스

2018.06.26.

국제뉴스

5

2018.10.14.

뉴시스,
건설경제신문,
아시아투데이,
업코리아

서울시, 러시아·태국 등
상수도 관계자정책연수

6

2018.10.15.

국제뉴스

서울시, 베트남 등
상수도 관계자 대상
‘우수정책 전파’

https://www.yna.co.kr/
view/AKR201806230242
00004?input=1195m
http://www.gukjenew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947380
http://www.newsis.com
/view/?id=NISX2018101
2_0000441629&cID=102
01&pID=10200
http://www.gukjenew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005653

케냐·페루 등 7개국
관계자 서울서
‘상수도 정책연수’

https://www.mk.co.kr/n
ews/politics/view/2019/
05/327673/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 2단계 사업 준공

http://www.ikld.kr/new
s/articleView.html?idxn
o=80273

서울시, 페루 상수도
개선 원조사업 11월
마무리

https://www.yna.co.kr/
view/AKR201805181478
00004?input=1195m

남미 한인시장 요청으로
시작된 서울시 상수도
사업, 최종 단계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사업 마지막 단계
착수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사업 완료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사업 마지막 단계
준공

http://www.worldkorea
n.net/news/articleView.
html?idxno=31711

서울시, 브라질
파라나주와 상수도
기술교류

https://www.yna.co.kr/
view/AKR201709261969
00004?input=1195m

4
정책연수

7

2019.05.19.

8

2017.09.13.

9

2018.05.20.

10

페루
찬차마요
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2018.05.21.

매일경제, 뉴스핌,
연합뉴스,네이버뉴스
,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메트로신문
국토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이데일리,
건설타임즈,
폴리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뉴스토마토,
건설경제신문,
뉴스1, 시민일보,
아시아투데이,
메트로신문
월드코리안 신문,
국제뉴스,
환경미디어

11

2018.05.22.

소믈리에타임즈

12

2018.10.28.

한국경제, 뉴시스,
파이낸셜 뉴스

13

2018.10.29.

국제뉴스, 더리더,
내외뉴스통신

2017.09.27.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메디컬투데이,
뉴스토마토,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한강타임즈,
업코리아, 폴리뉴스,
브릿지경제

14

브라질
파라나주
기술교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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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정책연수’ 중국어에
이어 베트남어도 지원
‘서울시 상수도 정책
배운다’ 베트남서
방한
서울시,
세계상수도관계자
대상 정책연수
서울시, 베트남 등
전세계
상수도관계자...정책연수

https://www.yna.co.kr/
view/AKR201704200636
00004?input=1195m
https://news.joins.com/
article/21495117

http://www.sommelierti
mes.com/news/articleVi
ew.html?idxno=8772
https://www.hankyung.
com/society/article/201
8102831771
http://www.gukjenew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013293

붙임2

서울시 상수도 해외진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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