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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1.0 정보화 관련지침 및 계획 검토

1.1 상수도 정보화 개념

1.1.1 개 요

상수도 정보화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화의 도입으로 국가의 주요자원

인 물 절약과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 그

리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이러

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6개의 단위시스템의 구성 및 통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8.1-1> 상수도 정보화의 단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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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종합정보관리

운영현황 국민공개

가. 관망관리 및 누수/불명수 관리시스템

상하수도 관망전산화, 관망 GIS 활용, 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망도에 GIS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상하수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누수방지형 Network 및 누수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누수탐지,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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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운영관리/성과분석 시스템

상하수도 자원관리의 효율성 평가분석, 운영관리, 물 절약 성과분석을 위한 시스템으로 상수

도 및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기술향

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국내현실에 부합하는 운영관리모델을 개발할 수 있

는 지원시스템과 정책적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 시설자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

상하수도 시설물의 자동화, 원격 운영관리, 원격(수질)측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환경기초시설에 

원격·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절감, 운영관리비용 절감, 처리시설 효율개선을 도모하고, 

전국망(IWASIS) 및 지역망(개별시설)을 구성하여 자료공개시스템 (Water-Now)과 연계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 지하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지하수 오염 데이터베이스, 오염거동파악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하수 정보망과 상

호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마. 연계 및 통합시스템

각 단위시스템의 통합, 타 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온라인 도움말, 운영자 포럼 등으로 상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수질측정망 및 현재 개발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질정책지

원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자료 활용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이다.

바. 자료공개 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상하수도 관련정보의 공개시스템으로 상하수도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한 검토와 가장 효과적인 시스

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기초한 시설현황 국민공개 시스템이다.

1.1.2 상수도 정보화 목표

상하수도 정보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통한 모범적 환경국가

의 건설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환경부 상하수도 행정의 주요 현안과

제인 「먹는 물의 신뢰도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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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보공개를 통한 먹는 물의 신뢰성 제고 및 

전국 상하수도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 절약과 상하수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이 상생하는 ECO-2의 개념을 달성

하는 것이다. 

<표 8.1-1> 단위시스템별 추진 목표

관리매체 단위시스템 추 진 목 표

상수도/
하수도

관망관리/
누수관리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망도에 GIS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상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누수방지형 Network 및 누수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누수탐지, 유지, 보수체계 
구축

시설자동화/
원격관리

∙환경기초시설에 원격·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절감, 운영관리 비용 절감, 
처리시설 효율개선

∙전국망(IWASIS) 및 지역망(개별시설)을 구성하여 자료 공개시스템과 연계운영

사업운영관리/
성과분석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국내현실에 부합하는 운영관리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정책적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지하수 종합정보관리
∙전국의 지하수오염도 DB 및 MAP 제작, 지하수 정보망의 상호연계 및 통합

운영, 지하수의 거동 파악 및 복원계획 수립

타 시스템 연계
∙상하수도 및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현재 개발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질

측정망, 수질정책지원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자료 통합관리 및 활용

자료공개 시스템

∙시설 및 수질현황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신뢰도 제고

∙실무운영자의 자료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시설 자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 타시스템과 연계한 공개자료의 다양화/활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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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2012~2021, 환경부)

1.2.1. 기본 목표

 상하수도 시설운영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

국민 협력 유도

 상하수도 시설관리 및 업무처리에 자동화 및 정보화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적시성 확보

 관련 산업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변화하는 물 산업 시장 및 IT기술, 정부정책에 맞는 정보화 방안 확보

1.2.2 추진배경

가. 상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 효율성이 요구되고, 기존 관리체계의 한

계 극복을 위해 시설운영의 정보화 및 자동화 추진

나.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정책수립과 사업집행, 성과분석 등 일련의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

적인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다.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신뢰성 향상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정보수요 증대에 따라 상하수도시설의 운영정

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성 향상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추진

라. 환경산업 발전

환경산업분야의 핵심 분야인 상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전기 마련

1.2.3 상수도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상수도 정보화 추진을 위해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구축ISP(2006년)’ 및 ‘상수도정보표준화 방

안수립 연구용역(2010년)’을 통해 단계적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상수도정보



8-5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스템(푸르누리), 수도종합정보시스템(WIIS),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의 3개의 

상수도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표 8.1-2>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사업구분 주요내용

상하수도정보화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  상수도정보화 장기종합계획 수립

수돗물 정보공개  수돗물 정보공개 시스템
 수질자동분석기 및 자료전송체계 구축

중소규모 정수장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별 수질분석기 설치

대규모 정수장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대규모 정수장 자동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별 수질분석기 설치

상수도 관망관리 및 누수관리  상수도관망 블록화 및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관망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상수도 종합정보관리  실시간 수질 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
 기존 상수도 정보화 시스템 통합 DB구축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통합
 정책수립지원시스템, 기술지원시스템 구축

수도종합정보시스템(WIIS) 고도화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교체
 대시민 홍보컨텐츠, 시스템 연계기능 보완

<그림 8.1-2> 정보시스템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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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수도 정보화 관련 시스템 추진 과제 및 방향

상수도 정보화 관련 시스템 추진과제는 상수도통계 고도화, 상수도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등 기

존 시스템 개선하고, 신설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화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표 8.1-3> 정보화시스템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상수도
통계 고도화

∙행정안전부 시군구 상하수도 행정시스템에서 급수현황정보, 요금현황정보와 연계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에서 상수관로, 급수관로 현황정보와 연계
∙매월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수시통계 구축

상수도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현재까지 변화된 IT환경에 적합한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장비 최신화
∙통계자료수집의 효율성 증대
∙상수도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운영현황 자료 수집

데이터웨어
하우스구축

∙상호활용이 가능한 정책자료는 환경부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통합하여 관리
∙표준화되어 수집된 정보의 주제별 재구성 및 활용을 통해 정책지원 기술 축적

효율성평가
시스템구축

∙운영실태평가, 경영평가 등 기존 평가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업무 최소화
∙과학적, 정략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수도시설의 합리적 평가체계 확립

정책지원시
시스템구축 ∙모든 정책관련 정보와 정책 추진과정이 데이터베이스(DB)화 구축

상수도정보 
포털시스템구축

∙수치, 전문용어 등을 알기쉽게 아이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한 대국민 정보제공 구축
∙홍보영상, 캐릭터, 벤치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인식 확립

상수도 
전자도서관구축

∙상수도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문헌자료,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웹정보 
자원 등을 구축하고 메타/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내부정보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연계하고 CD-Net 시스템과 전자도서관의 연
계로 디지털 자료이용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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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2.1 유지관리시스템 개요

2.1.1. 구축배경

기존의 상수도시설 운영은 주로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하였으나 시설투자 및 관리능력

이 한계에 도달하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수도 관망과 관망시설의 개선 및 집중관

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 상수관망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생산원가 증가, 유지보수비용 증가, 서비스 저하의 삼중고 상황

   사후 대응식, 고비용, 저효율 방식의 유지보수/업무대기 관행 

   인력에 의한 총력관리에도 상수관은 계속 노후화, 부실화 진행

이에 환경부는 2001년 지자체의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블록 설정, 계측/시설구축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을 훈령486호(상수도 유수율제고 업무처리규정, 폐지)로 고시하였다. 또한 유수율 제고

사업 및 관망기술진단 절차를 제시하여(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환경부. 2007.12) 블록 

TM(Tele-Metering)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였다.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사업목표 달성 후에도 선진운영

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량, 수질, 수압 등 수

도정보의 종합적인 감시뿐 아니라 상수도 운영자들의 최적관망 운영관리를 위한 분석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블록유지관리 중심의 기존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청

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2010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0년)”을 준용

하여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2.1.2 구축목적

청주시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하부설비

의 개량, 교체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최신 ICT 기반의 선진 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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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대화 사업목표 달성 지원과 수도운영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8.2-1> 선진 상수관망 운영관리 체계 구축모식도

2.1.3 구축범위

본 설계는 기존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선진화된 유지관

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2-1> 사업범위

구  분 주요 과업내용 비  고

사업
범위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관망감시시스템 확대 구축
관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원격감시제어설비(TM/TC) 설비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솔루션 엔지니어링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영상감시설비(통합관제) 구축
전원공급설비 구축

기존 시스템 
연계

상수관망도(GIS), 요금정보시스템 Data 연계
상수도시설(가압펌프장, 배수지) 감시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운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능별 단위 시운전 실시
시스템 기능을 통합한 통합 시운전 실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방법 교육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사용자 및 유지관리 설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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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업대상지역

청주시 기존 관내 상수도 시설물은 정수장 3개소, 배수지 35개소, 가압장 70개소, 블록 유량계

실 75개소 등에 대해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에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중에 있다.

<그림 8.2-2> 용수공급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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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지관리시스템 필요성 및 기본배경

2.2.1 유지관리시스템 필요성

가. 데이터의 단순 수집에서 벗어나 균등수압 유지를 위한 판단기능 제공

 수집된 유량, 압력 데이터를 통해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고 상시 모니터링 수행

 블록별 구역평균압력 산정 및 압력관리를 통한 블록내 균등압력 유지

 상수관망 운영시 최적 압력관리 조건을 결정하여 손실량을 최소화

 적정 압력관리를 위한 용수공급시설(배수지, 가압장)의 최적 운영인자 도출

나. 유수율 및 누수율(추정)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의 적용

 단순 수지계산에 의한 유수율 산정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손실량 분석 및 관리

 수압 및 관망상태 분석 및 체계적인 누수분석을 통한 유·누수율 분석

 블록의 지역특성, 기온, 산업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배수패턴 생성

 누수량 추정을 위한 객관적인 보정인자 산출 및 제공

 다양한 분석기법 및 관리항목으로 전문적인 분석결과 도출

다. 상수도 실무 운영진의 분석업무 편의성을 지원해주는 기능 제공

 공급유량, 검침량, 손실량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파손 및 부식관망에 대한 개ㆍ보수 우선순위 결정

 요금화 할 수 있는 유수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상수관망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성능보증 기준 제시

 다양한 조건으로 생성된 패턴을 적용하여 블록별 사용량 산정 지원

 사전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상수관망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라. 토목, 계측, 시스템 구축 단계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사업목표 달성 관리

 효과적으로 분할된 우선지역에 토목, 계측,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한된 구역에 전체 공정을 구축하므로 최종 성과의 확인이 용이

 완성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지역을 완료

 사업 진도에 따른 오류개선 및 Feed Back이 용이

 점진적 진행에 따라 완벽한 기능을 위한 개선내용 조기 수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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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지관리시스템 기본배경

가. 시스템 구성배경

상수관망 최적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국내의 상수관망 수량수지 식별체계는 상수도통계 작성지

침(2007.3, 환경부)을 기준으로 한다. 유수 및 무수, 손실량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관망관리

시스템에서는 유수분석 기능과 누수와 무수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분석기능도 제공하여야 한

다. 다음은 총괄 수량수지 분석체계이다.

<표 8.2-2> 총괄 수량수지 분석체계 

총 
급
수
량

유효
수량

유수
수량

계량요금수량 ⋅계량기로 계측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미계량요금수량 ⋅계량기로 계측하지 않고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수량

분수량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주는 수량

기타부과량 ⋅공공 공원, 녹지, 공중화장실 등 타 회계로부터 수입이 있는 수량

무수
수량

계량기불감수량 ⋅계량기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사용되는 수량

수도사업용수량 ⋅정수장, 배수지 사용수량 및 수도관 세척 등 수도사업자 사용 수량

공공수량 ⋅소방용수, 운반급수 등 수입이 없는 수량

부정사용량 ⋅비허가사용, 업종변경, 계량기조작 등 불법적으로 사용된 수량

무효
수량

누수량 ⋅배수관부터 급수전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량

조정감액수량 ⋅수도사업자 귀책사유로 요금 징수시 감액해준 수량

총괄수량수지 분석체계를 토대로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유수율(%) = ( 유수수량 ÷ 총급수량 ) × 100

  무수율(%) = (( 무수수량 + 무효수량 ) ÷ 총급수량 ) × 100 

  누수율(%) = ( 누수량 ÷ 총급수량 ) × 100

총괄수량수지 분석체계는 계량수량에 근거한 유수율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반면 무수량

과 무효수량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존 총괄수량수지 분석체

계의 대표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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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목표

문 제 점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목표

⋅월단위 유수율 산출 ⋅일별 유·누수 실시간 분석 필요 

⋅검침량 합계시 검침기간 오차 ⋅검침오차 보정방법 적용

⋅무수량 관리 방법 부재 ⋅무수량 입력, 관리기능 제공

⋅누수량 산출 방법 부재 ⋅압력-누수관계에 따른 분석기능 구현

⋅유수율 증감원인 파악 곤란 ⋅손실량분석 기준으로 관리관점 전향 

⋅사업대상 선정 곤란 ⋅정량적 효과산출로 사업우선 대상선정

⋅체계적 사용자 지원시스템 부재 ⋅사용자 운영관점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1) 총괄수량수지분석

검침량을 기반으로 하는 유·누수분석은 블록별로 월 1회 검침되는 수용가 물사용량을 기반

으로 총급수량에서 사용, 손실되는 상세항목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총괄수량 수지분석의 기

본 개념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소블록 유수율 산정 방법은 소블록 유입지점의 공급유량과 

수용가 검침량으로 사용하지만 소블록의 공급유량은 실시간 수집되는데 반해 수용가 검침

량은 비용과 유지관리의 문제로 인하여 실시간 계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검침량과 

무수수량은 소블록의 유수율 분석 뿐만 아니라 관망운영평가를 위한 손실량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관망관리시스템은 정확한 검침량의 산정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야간최소유량 분석

<그림 8.2-3> 야간최소유량 개념

⋅정상적인 야간사용량
  (Assessed normal customer night use)
  : Household(가정야간사용량)
  : Non-household(비가정야간사용량)
⋅파열손실량(Burst)
  : Reported Burst(신고된 파열손실량)
  : Unreported Burst(미신고 파열손실량)
⋅배경야간손실량(Background losses)
  : 배수관 배경손실량
  : 인입급수관 배경손실량
  : 옥내급수관 배경손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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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최소유량에 의한 분석은 24시간 급수량의 변화패턴 중에서 물사용량이 최소가 되고 

손실량의 비율이 가장 증가하는 시간, 즉 블록에 공급되는 총급수량이 최소가 되는 시간에 

유입되는 유량을 이용하여 누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야간최소유량(Minimum night flow 

: NFM)은 수용가의 물 사용량이 최소인 야간시간대에 소블록으로 유입되는 유량으로 압력

과 함께 누수 분석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야간사용량과 손실량으로 구

성되어 있다.

기존의 블록 손실량 분석은 야간최소유량에서 야간사용량을 차감하여 산정하나 야간사용량

의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며 업종에 따른 통계치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요일, 계절에 따른 야간활동인구 변화와 공공수량 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누수량 

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누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요일별, 계절별 야간최소

유량 분석뿐만 아니라 야간시간대 유량 발생경향에 대한 추세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압력을 고려한 분석

압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누수분석은 급수구역의 평균압력(m)을 적용하여 누수량 산정

에 필요한 계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최종적으로 누수평가지표(ILI)을 도출하여 

전체 상수관망의 물손실 관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누수에 대한 상세항목별 관리(BABE Concept), 압력과 누수의 관계(FAVAD 등) 및 관 재

질과 시간에 따른 누수발생 형태(NDF, N1)를 고려하여 기존의 단순 유수율 평가가 아닌 

손실량 분석을 통한 관망관리 방법이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물관

리를 위해 다양한 계측,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관망의 누수상태에 대한 평가지표를 산정하

여 활용하고 있다. 국외의 누수량 및 평가지표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8.2-4> 압력기반 누수량 및 평가지표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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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분석이론 각각은 특정한 조건에 대해 분석결과를 추정, 제시할 수는 있으나 어떤 

방법도 정확한 누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하다. 단지 필요로 하는 추정조건과 가장 개념적

으로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분석방법별 특징이다.

<표 8.2-4> 분석방식별 특징 비교 

분석이론 특    징

총괄수량
수지분석

⋅물수지분석을 통해 정확한 항목별 상세분석 가능
⋅월 1회만 분석 가능
⋅무수수량이 부정확할 경우 분석결과 신뢰성 저하

야간
최소유량

분석

⋅실시간 수집되는 계측데이터에 의한 유/누수 추정 가능
⋅공급유량패턴 단일자료로 분석가능
⋅야간유량 데이터의 결측/이상치 발생시 분석 불가
⋅누수량 추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야간사용량 설정 필요

압력기반
분석

⋅현장계측된 자료와 압력데이터를 적용하여 모듈화된 산정식 구축 가능 
⋅실시간 계측데이터 부재시에도 분석 가능
⋅누수 상세분석과 관망상태, 압력인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누수산정 가능
⋅통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손실량 계수가 미정립
⋅실시간 계측데이터에 의해 보정계수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정확성은 떨어짐

나.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기존의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는 비효율적인 자원 투입, 단순 감시에 의한 부정확한 관로 상

태 판단, 모의 기능 부재에 의한 사전 예방 기능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인력, 장비에 의한 유지관리는 많은 고정비용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발생

  개, 보수를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유지관리 수행 

  사후 대응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 장비가 동원되는 비효율적 유지관리 방식

  데이터 수집에 의한 단순 감시는 관로 상태 및 누수에 대한 사전 예방이 불가능

상수도관망 최적 유지관리의 운영관리 개념은 관망도의 체계적 관리, 관망 및 관망시설물의 

상시 운영상태 감시·분석, 관망관리상의 문제점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설물 보전 유지

관리를 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운영관리를 통한 상수도관망의 최적유지관리를 위해 관망, 블록, 민원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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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5>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체계

1) 관망도 관리

관망도 관리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상수관망도의 전산화, GIS

화에 따라 수정, 보완 및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기능을 제

공한다.

2) 관망관리

관망관리는 공급, 사용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수압과 손실량 관리를 수행하여 안정

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별 공급

유량, 유·무수량, 무효수량관리와 누수추정, 통계관리, 수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3) 관망해석(운영모의)

관망해석시스템은 관망의 구조적 안정성, 수용가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경제적인 설

비운영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여 최적운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배수지 수위와 유입·유출 유량, 블록 유입유량의 시간대별 변화, 압력 분

포 및 지속시간, 관로내 수질의 변화, 펌프시설의 최적 운전조건 등을 모의하여 최적 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4) 민원관리

민원관리는 수질, 출수불량(수압, 수량), 단수 및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관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주민만족도와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

를 위해 민원유형에 따른 관리, 대책수립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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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

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를 계획 하도록 한다.

 확장성 및 호환성

상수도 시설은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지

관리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감시 및 조작의 용이성   

관망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중화하고 고신뢰도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ㆍ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서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 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

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인간공학적 배려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 환경에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차원의 설계개념이 시스템의 제

조·설치시 반영되도록 한다.

2.4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상수도운영 선진화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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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5>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비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시설 

운영관리

∙분산되어 운영되었던 상수도 시설 운영시스템의 통합운영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수돗물 공급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상수관망 운영정보의 DB화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시설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블록별 유량, 수압감시에 의한 균등수압의 유지
∙상수관망 누수저감을 통한 운영관리비용 절감
∙최소 인력에 의한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선진화된 기술을 통한 운영관리비용 절감

비상상황 
신속대응

∙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따라 상수도 주요설비 및 유량, 압
력, 유수율 등의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수돗물 대국민 
신뢰도 향상

∙표준화된 수돗물 배/급수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대국민의 수돗물의 양적, 질적 욕구 충족

진도에 따라 오류개선 및 Feed Back으로 본래 사업목표의 관리 용이

2.5 유지관리시스템 추진절차

유지관리시스템 실시설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 8.2-6> 유지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추진 절차

1단계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Ÿ 자료 수집 및 검토, 기존사례 검토 및 현장조사
Ÿ 진단세부계획 수립

⇩

2단계 현장조사 및
설비진단

Ÿ 설비운영상태 및 운영방법
Ÿ 시설운영의 법정기준 준수여부 검토
Ÿ 운영설비의 자동화 수준 조사
Ÿ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진단

⇩

3단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Ÿ 조사 결과 문제점 분석, 시설개량 사항 파악
Ÿ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Ÿ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전문가 자문

⇩

4단계 도면, 시방, 내역서 작성 Ÿ 개선방안 수립에 따른 수량 및 설비 용량 산정
Ÿ 개선대상 설비들의 도면 및 내역작성

⇩
5단계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Ÿ 실시설계 보고서 최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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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계기준

2.6.1. 설계기준

청주시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청주시 전 지역의 관망감시 및 관망관리에 적합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유지관리시스템 설계 기준을 수립하였다.

관련기준 검토 → 운영사례 조사 → 최근동향 검토 → 전문가 자문

Ÿ 설계지침
Ÿ 환경부 상수도기준 등

Ÿ 지방상수도 사업장
Ÿ 현대화 구축사업장 Ÿ 최신기술 수집 Ÿ 기존 구축 업체

Ÿ 관련부서 담당자

설계기준은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 및 설계지침 등을 우선하여 적용하였으며, 위 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환경부)

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청주시에 적용되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8.2-6>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항

구 분 구축 사항

필수

기본적 구축

① 유량, 수압, 수질계측과 계측데이터 수집을 위한 현장설비 및 통신망 구축 √

② 계측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경보하는 감시시스템 구축 √

③ 계측데이터 및 분석결과와 연동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

지자체 사업계획, 운영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축

① 운영모의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② 경보자료 및 분석자료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구축 -

③ 수용가, 관망, 시설물 GIS정보를 연계한 유지관리시스템 연계 -

④ 요금정보, 고객관리, 민원관리, 관망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연계 √

⑤ 원격검침시스템 연계 √

⑥ 유지관리시스템 연계 수돗물 사용량 및 수질 전광판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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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S/W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본 설계에서 산정한 S/W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2020, 환

경부)』을 적용하여 해당항목별로 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8.2-7>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단위 구축비

기
본

하드웨어

H/W 1식 916,000

OA 1식 100,000

Network 1식 150,000

Supervisory System 1식 250,000

솔루션(기본) 관망감시 1식 200,000

블
록
당

솔루션(확장) 1블록 12,000

솔루션 엔지니어링 - 1블록 13,000

현장제어반-시스템간 통신설비 1블록 5,000

선
택 솔루션(선택)

운영분석 1식 350,000

운영모의 1식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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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주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2.7.1.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가. 감시제어시스템 현황

1) 감시제어시스템 현황

청주시 상수도시설 감시제어시스템은 운영자가 상주하는 지북정수장 중앙제어실에 구축되

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영상감시반, 중앙제어반(POS), DB 서버 및 데이터 통신설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운영시스템은 정수장 운영시스템 및 가압장, 배수지 등을 운영하

는 원격지 감시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감시반 중앙제어반(POS)

서버 통신설비

청주시 기존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설비는 단위 블록유량계실 감시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데이터 통신은 전용회선 및 무선망(CDMA)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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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8> 지북정수장 감시제어설비 현황

공  종 설치항목 사 양 수 량 설 치 현 황

중 앙
제어실
(정수장
운영)

POS/EWS

◦ CPU : PenⅣ 3.0GHz
◦ Memory : 1GB
◦ HDD : 300GB
◦ 용 도 : 정수장 및 원격지 설비 감

시제어 

1식

영상감시반

◦ CPU : Xeon 3.6GHz
◦ Memory : 1GB
◦ HDD : 73GB x 2HDD
◦ 용 도 : 공정 및 CCTV 성비 대형 

화면 영상감시

1식

 

DB
Server

◦ CPU : Xeon 3.6GHz
◦ Memory : 4GB
◦ HDD : 73GB x 5HDD
◦ 용 도 : 정수장 운영 데이터 저장  

및 영구백업

1식

DVR
(영상저장

장치)

◦ 압축방식 : MPEG-4
◦ 녹화해상도 : 360×240, 720×480
◦ HDD : 300GB
◦ 용 도 : 정수장 CCTV 데이터 저장  

및 영구백업

1식

Gateway
Server

◦ CPU : Xeon 3.6GHz
◦ Memory : 2GB
◦ HDD : 73GB x 2HDD
◦ 용 도 : 이기종간 통신데이터 호환

및 인터페이스

1식

시설과
(관망감시)

운영 OS
◦ CPU : 32Bit Processor, 3.0GHz
◦ Memory : 3GB
◦ 용 도 : 블록유량 감시

1식

감시서버
◦ 시스템 구성 : ETOS
◦ 보안장비 : VPN 및 방화벽
◦ 용 도 : CDMA 데이서 수신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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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9> 낭성 정수장 감시제어설비 현황

공  종 설치항목 형 식  및  규 격 수 량 설 치 현 황

낭  성
정수장

RTU
Panel
(PLC)

◦ PLC : GLOFA GM3 (LS산전)
  － Modem : 9600bps
  － 취수장 무선통신장비
     : SRF-330
  － UPS : 2 kVA
     (APC-SUA2200I)
◦ 감시제어 항목
  － 유입ㆍ유출유량, 배수지수위, 

수질분석계 등

1식

CCTV 설비 ◦ CCD Camera : 옥외용
  － 설치 : 정문 및 출입문감시 2세트

 

낭  성
취수장

Control 
Panel

◦ 취수장 무선통신장비
  － SRF-330
◦ 감시제어 항목
  － 취수장 수위, 취수펌프

각
1세트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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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 취수장 및 정수장의 현장 계측기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2-10> 계측기기 현황

공 종 설치항목 형 식  및  규 격 수 량 설 치 현 황

낭  성
정수장

수  질
분석계

◦ 수질계측기(제작사 : 이스텍)
  － pH : 이온전극법
  － 전기전도도 : 이온전극법
  － 잔류염소 : 무시약 Polarograph
  － 탁도 : 산란광 방식
  － 수온 : RTD

1식

유  입
유량계

◦ 제작사 : OVAL, VR-Mag
◦ 형  식 : 전자 유량계
◦ 구  경 : 80mm
◦ 출  력 : 4 ~ 20mA

1세트 

유  출
유량계

◦ 제작사 : 씨엠엔텍, UR-1000P
◦ 형  식 :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 구  경 : 150mm
◦ 출  력 : 4 ~ 20mA

1세트 

배수지
수위계#1

◦ 제작사 : SEOJIN
◦ 모  델 : SGL-3-A-6-B-1A
◦ 형  식 : 기어식 수위계
◦ 출  력 : 4 ~ 20mA

1세트

배수지
수위계#2

◦ 제작사 : 리테크
◦ 모  델 : SS-01
◦ 형  식 : 초음파식 수위계
◦ 출  력 : 4 ~ 20mA

1세트

낭  성
취수장 압력계

◦ 취수장 압력계
  － 형식 : 압력게이지
  － 측정범위 : 0 ~ 10kgf/cm2

각
1세트
(2세트)



8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8-24

<표 8.2-11> 미원정수장 감시제어설비 현황

공  종 설치항목 형 식  및  규 격 수 량 설 치 현 황

미  원
정수장

RTU
Panel
(PLC)

◦ PLC : GLOFA GM3 (LS산전)
  － Modem : 9600bps
  － 취수장 무선통신장비
     : ELPRO 105S-3, 105녀-4
  － UPS : 1 kVA
   (KIN-1000AP)
◦ 감시제어 항목
  － 유입ㆍ유출유량, 배수지수위, 수

질분석계 등

1식

CCTV 설비

◦ CCD Camera : 옥외용
  － 설치 : 출입자 및 시설감시

3세트

미  원
취수장

Control 
Panel

◦ 취수장 무선통신장비
  － ELPRO 105U-1
◦ 감시제어 항목
  － 취수장 수위, 취수펌프 각

1세트
(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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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 취수장 및 정수장의 현장 계측기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2-12> 계측기기 현황

공 종 설치항목 형 식  및  규 격 수 량 설 치 현 황

미  원
정수장

수  질
분석계

◦ 수질계측기(제작사 : HACH)
  － 전도도/수온 : RTD
  － 잔류염소/pH : 유지전극식
  － 탁도 : 산란광 방식

1식

유  입
유량계

◦ 제작사 : 씨엠엔텍, UR-1000P
◦ 형  식 :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 구  경 : 80mm
◦ 출  력 : 4 ~ 20mA

1세트 

유  출
유량계

◦ 제작사 : 씨엠엔텍, UR-1000P
◦ 형  식 :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 구  경 : 150mm
◦ 출  력 : 4 ~ 20mA

1세트 

배수지(구)
수위계

◦ 모  델 : SLM-1000
◦ 형  식 : 초음파식 수위계
◦ 출  력 : 4 ~ 20mA

1세트

배수지(신)
수위계#2

◦ 모  델 : SLM-1000
◦ 형  식 : 초음파식 수위계
◦ 출  력 : 4 ~ 20mA

2세트

미  원
취수장 압력계

◦ 취수장 압력계
  － 형식 : 압력게이지
  － 측정범위 : 0 ~ 10kgf/cm2

각
1세트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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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현장감시제어설비 현황
청주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계측제어설비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2-13> 기존 배수지 계측제어설비 현황(배수지 33개소)

구분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구경(mm) 수질계유입 유출
1 내수(도원)배수지 ○ 전용회선 400(초) 400(초),300(초)
2 형동배수지 ○ 전용회선 - 300(초)
3 일신배수지 ○ 전용회선 400(초) 300(초),400(초) 수온,잔류염소
4 성산배수지 ○ 전용회선 350(초) 400(초) 수온,잔류염소
5 오창소배수지 ○ 전용회선 - 100(초)
6 오창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 600(초)
- 700(초)

7 오창2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350(초) 400(초)

450(초) 400(초)
8 오송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500(초),500(초) 600(전)
- 600(전)

9 남이배수지 ○ 전용회선 350(초) 150(초),250(초) 수온,잔류염소
10 문동배수지 ○ 전용회선 300(초) 2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전기전도도
11 강내배수지 ○ 전용회선 - 350(초)
12 옥산가락배수지 ○ 전용회선 250(초) 35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
13 옥산배수지 ○ 전용회선 350(초) 250(초)
14 옥산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150(초) 150(초)
400(초) 400(초)

15 노동리배수지 ○ 전용회선 - 300(초) 수온,잔류염소
16 정중리배수지 ○ 전용회선 - -
17 용정배수지 ○ 전용회선 300(초) 4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전기전도도
18 명암배수지 ○ 전용회선 - -
19 목골배수지 ○ 전용회선 - -
20 수동배수지 ○ 전용회선 500(초) -
21 주봉배수지 ○ 전용회선 - 150(전)
22 휴암배수지 ○ 전용회선 300(초) 400(초)
23 가경배수지 ○ 전용회선 - 800(초),800(초)
24 개신배수지 ○ 전용회선 1,000(초) 1,100(초)
25 금천배수지 ○ 전용회선 1,100(초) 1,2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
26 용암배수지 ○ 전용회선 - 8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
27 율량배수지 ○ 전용회선 700(초) 8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전기전도도
28 송정배수지 ○ 전용회선 - -
29 상정리전원마을 ○ 전용회선 - -
30 궁현배수지 ○ 전용회선 - 250(초) 수온,잔류염소

31 오창3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150(초) 15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전기전도도300(초) 300(초)

32 오송2산단
배수지

○ 전용회선 500(초) 600(초) pH,수온,잔류염소,탁도,전기전도도○ 전용회선 400(초) 400(초)
33 송정2배수지 ○ 전용회선 700(초) 800(초)

주) (초) : 초음파식, (전) :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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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4> 기존 가압장 계측제어설비 현황(가압장 69개소)

구분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구경(mm) 수압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 덕암가압장 ○ 전용회선 - - ○ ○

2 성산가압장 ○ 전용회선 - 350(초) ○ ○

3 석실가압장 ○ 전용회선 - 300(초) ○ ○

4 남이가압장 ○ 전용회선 - 250(초) ○ ○

5 오송산단가압장 ○ 전용회선 - - ○ ○

6 오창산단가압장
(북부,생활,공업) ○ 전용회선

- 350(초) ○ ○

- 700(초) ○ ○

- 600(초) ○ ○

7 오창소가압장 ○ 전용회선 - 100(초) ○ ○

8 오창2산단가압장 ○ 전용회선
350(초) 350(초) ○ ○

350(초) 450(초) ○ ○

9 오창1번라인가압장 ○ 전용회선 - - ○ ○

10 오창2번라인가압장 ○ 전용회선 - - ○ ○

11 오창3번라인가압장 ○ 전용회선 - - ○ ○

12 오창4번라인가압장 ○ 전용회선 - - ○ ○

13 오창5번라인가압장 ○ 전용회선 - - ○ ○

14 옥산산단생활가압장 ○ 전용회선 - - ○ ○

15 옥산산단공업가압장 ○ 전용회선 400(초) 400(초) ○ ○

16 개신가압장 ○ 전용회선 - - ○ ○

17 금천가압장 ○ 전용회선 - 300(초) ○ ○

18 명암가압장 ○ 전용회선
- - ○ ○

- 200(초) ○ -

19 수동가압장 ○ 전용회선 - - ○ ○

20 신봉가압장 ○ 전용회선 - - ○ ○
주) (초) : 초음파식, (전) :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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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구경(mm) 수압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21 율량1가압장 ○ 전용회선 - - ○ ○
22 율량2가압장 ○ 전용회선 - - ○ ○
23 율량3가압장 ○ 전용회선 - - ○ ○
24 율량4가압장 ○ 전용회선 - - ○ ○
25 율량5가압장 ○ 전용회선 - - ○ ○
26 주봉가압장 ○ 전용회선 - - ○ ○
27 휴암가압장 ○ 전용회선 - - - -
28 관암절가압장 ○ 전용회선 - - - ○
29 홍골가압장 ○ 전용회선 - - ○ ○
30 아양가압장 ○ 전용회선 - - - ○
31 질마골가압장 ○ 전용회선 - - - ○
32 척북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33 노동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34 구암리가압장 ○ 전용회선 - 250(초) ○ ○
35 국사리1가압장 ○ 전용회선 - - ○ ○
36 국사리2가압장 ○ 전용회선 - - ○ ○
37 척산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38 가마리1가압장 ○ 전용회선 - - ○ ○
39 가마리2가압장 ○ 전용회선 - - ○ ○
40 양촌리1가압장 ○ 전용회선 - - ○ ○
41 양촌리2가압장 ○ CDMA - - ○ ○
42 상삼리1가압장 ○ 전용회선 - - ○ ○
43 상삼리2가압장 ○ 전용회선 - - ○ ○
44 성산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45 우산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46 효촌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주) (초) : 초음파식, (전) :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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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구경(mm) 수압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47 정중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48 선동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49 석판리1가압장 ○ 전용회선 - - ○ ○
50 석판리2가압장 ○ CDMA - - ○ ○
51 주성가압장 ○ 전용회선 - - ○ ○
52 옥산가락가압장 ○ 전용회선 - 250(초) ○ ○
53 율량6가압장 ○ 전용회선 - - ○ ○
54 율량7가압장 ○ 전용회선 - - ○ ○
55 석실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56 죽림동가압장 ○ 전용회선 - - ○ ○
57 상정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58 부용외천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59 상정리전원마을가압장 ○ 전용회선 - - ○ ○

60 오송의료복합단지
가압장 ○ 전용회선

- - ○ ○
- - ○ ○

61 궁현가압장 ○ 전용회선 - 250(초) ○ ○
62 죽암가압장 ○ 전용회선 - - ○ ○
63 옥산가압장 ○ 전용회선 - - ○ ○
64 오창3공업가압장 ○ 전용회선 - 300(초) ○ ○
65 오창3생활가압장 ○ 전용회선 - 65(초) ○ ○
66 미천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67 송정가압장 ○ 전용회선 - - ○ ○

68 오송2가압장 ○ 전용회선
- - ○ ○
- - ○ ○

69 후기리가압장 ○ 전용회선 - - ○ ○
주) (초) : 초음파식, (전) :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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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5> 기존 블록유량계실 계측제어설비 현황(72개소)

구분
블록
번호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수압계 비고
형 식 구경(mm)

1 1 주중동 1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금천30

2 26-1 용정동 26블럭A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금천1

3 26-2 용정동 26블럭B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금천1

4 32 용암동 32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금천2

5 40 방서지구 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영운1

6 45 모충동 45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지북7

7 46 수곡동 46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지북8

8 47 수곡동 47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지북6

9 53 봉명동 53블럭 ○ CDMA 전자식 300 ○ 개신20

10 54 봉명동 54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50 ○ 개신19

11 55 봉명동 55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개신18

12 56 봉명동 56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개신17

13 57 사창동 57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개신16

14 58 사창동 58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개신15

15 61 사창동 61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개신13

16 63 사창동 63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개신12

17 72 산남동 72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개신3

18 73-1 성화동 73블럭A ○ CDMA 초음파(다회선) 150 ○ 개신1

19 73-2 성화동 73블럭B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개신1

20 73-3 성화동 73블럭C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개신1

21 73-4 성화동 73블럭D ○ CDMA 초음파(다회선) 250 ○ 개신1

22 73-5 성화동 73블럭E ○ CDMA 초음파(다회선) 350 ○ 개신1

23 74-1 성화동 74블럭A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개신24

24 74-2 성화동 74블럭B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개신24

25 76 산남동 76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광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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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블록
번호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수압계 비고형 식 구경(mm)
26 83 대농 83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가경20
27 92 복대동 92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가경8
28 93 복대동 93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50 ○ 가경7
29 94 강서동 94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가경14
30 95 강서동 95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가경12
31 96 강서동 96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가경13
32 97 강서동 97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가경11
33 98 가경동 98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가경9
34 99 가경동 99블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가경4
35 107 율량2지구 A구역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율량A
36 108 율량2지구 B구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율량B
37 109 율량2지구 C구역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율량C
38 110 율량2지구 D구역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율량D
39 112-1 가마리 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남이면 가마리
40 112-2 가마리 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남이면 가마리
41 114 저산리 블록 ○ 전용회선 초음파(다회선) 400 ○ 남이2
42 116 문동-2 ○ CDMA 초음파(다회선) 250 ○ 문동2
43 117 문동-3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문동3
44 120-1 오창산단 1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오창산단1
45 120-2 오창산단 2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창산단1
46 121-1 국사리 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150 ○ 오창산단2
47 121-2 오창산단 3블록 ○ 전용회선 초음파(다회선) 　- ○ 오창산단2
48 121-3 오창산단 4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350 ○ 오창산단2
49 123 오창1-1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창1-1
50 124 오창1-2 ○ CDMA 전자식 300 ○ 오창1-2
51 125-1 오창1-3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창1-3
52 125-2 장대리 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창1-3
53 126 오창2-1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오창2-1
54 127 오창2-2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창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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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블록
번호

시설명 TM/TC 통신방식
유량계

수압계 비고
형 식 구경(mm)

55 128 내수 1블록 ○ 전용회선 초음파(다회선) 400 ○ 내수1
56 131 옥산 2블록 ○ 전용회선 초음파(다회선) 150 ○ 옥산2
57 132 옥산 3블록 ○ 전용회선 초음파(다회선) 100 ○ 옥산3
58 133 오송생명 1블록(공) ○ CDMA 초음파(다회선) 350 ○ 오송(공)1
59 135 오송생명 3블록(공) ○ CDMA 초음파(다회선) 450 ○ 오송(공)3
60 136 오송생명 1블록(생) ○ CDMA 초음파(다회선) 250 ○ 오송1
61 138 오송생명 3블록(생) ○ CDMA 초음파(다회선) 300 ○ 오송3
62 156 동남지구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동남지구1
63 156 동남지구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 동남지구2
64 158-1 테크노 11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 테크노폴리스
65 158-2 테크노 3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테크노폴리스
66 158-3 테크노 5블록 ○ CDMA 초음파(다회선) 200 ○ 테크노폴리스
67 158-4 테크노 1블록 - - 초음파(다회선) 150 - 테크노폴리스
68 158-5 테크노 2블록 - - 초음파(다회선) 100 - 테크노폴리스
69 158-6 테크노 4블록 - - 초음파(다회선) 200 - 테크노폴리스
70 158-7 테크노 6블록 - - 초음파(다회선) 200 - 테크노폴리스
71 158-8 테크노 7블록 - - 초음파(다회선) 150 - 테크노폴리스
72 158-9 테크노 8블록 - - 초음파(다회선) 100 - 테크노폴리스
73 158-10 테크노 9블록 - - 초음파(다회선) 200 - 테크노폴리스
74 158-11 테크노 10블록 - - 초음파(다회선) 250 - 테크노폴리스
75 160-1 오송2산단 1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76 160-2 오송2산단 2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77 160-3 오송2산단 3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78 160-4 오송2산단 4 ○ CDMA 초음파(다회선) 6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79 160-5 오송2산단 5 ○ CDMA 초음파(다회선) 4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80 160-6 오송2산단 6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81 160-7 오송2산단 7 ○ CDMA 초음파(다회선) 5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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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가. 개요

1) 목 적

ICT 기반의 수량‧수질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청주시 상수관망 최적관리를 실현한다.

2) 유지관리시스템 구성

유지관리시스템은 관망감시와 관망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관망감시시스템은 수돗물의 

생산에서 공급까지 전(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제어하는 감시제어시스템으로 현장 계

측기기 및 TM설비에서 취득된 수도운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송하여 취합하고, 

관망감시시스템(HMI)에 의해 표출된다.

관망관리시스템은 상수관망 최적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분석, 진단 평가, 관망운영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관망감시시스템(HMI)이 수집하여 저장하는 관망 계측데이터(유

량, 수압, 수위, 수질 등)와 요금검침, 수용가정보, 상수관망도 등 타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8.2-7> 유지관리시스템 구성도

3) 유지관리시스템 기능 정의

유지관리시스템에 적용될 기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표 8.2-16>  유지관리시스템 기능 정의

구 분 관  망  감  시 관  망  관  리

기능구성

블록 계측데이터 감시
설비 조작 및 제어
이벤트(Log) 저장
관리 및 보고서 출력
데이터분석 및 경보
운영정보 제공

블록설정
블록 모니터링(상황판)
유/누수 분석(수량관리)
손실량 분석(수량관리)
공급량 예측(운영일보관리)
수압관리, 수질관리, 추세분석
경보처리, 운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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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절차

유지관리시스템은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동시에 구축하도록 계획하여, 블록정보의 상시 모

니터링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공사 중 상수관망정비 성과검증 및 목표 유수율 관리가 용

이하도록 하였다.

유지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의 목표 유수율 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사

업 준공 시 까지 발생되는 블록와해 및 유량/수압 변화 등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이 가

능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2-8>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절차

나. 유지관리시스템 보안성 확보계획

1) 유지관리시스템 보안관리 계획

가) 현장으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이 구성되도록 전용

장비를 계획하였다.

나) 제어가 수반되는 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용선 또는 VPN이 포함된 

무선망을 계획하여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가상사설망 암호화 장비는 접속하는 하부망의 규격을 모두 수용하도록 Firewall/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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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SSL VPN 장비를 모두 계획하였다.

라) 침입차단을 위한 Firewall 과 침입탐지와 방지까지 가능한 IPS 장비를 계획하였다.

마) 암호화, 침입차단/방지 환경에서도 접속이 필요한 외부망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의 일

방향 전송이 가능한 망간자료전송장치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고 모든 보안관련 장비는 

국정원의 인증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바) 내부시스템들의 보안취약점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보안제품전용 업데이트시스템인 

PMS를 적용하였다. 

<그림 8.2-9> 유지관리시스템 보안관리 구성도

2) 무선모뎀 및 SSL VPN 보안관리 계획

 비인가자의 무선모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WEB·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

정, 접근 가능 IP 제한기능이 포함되도록 계획하였다. 

 무선모뎀 및 SSL VPN의 디폴트 계정 및 불필요 서비스·포트 삭제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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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 VPN의 관리자페이지에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계획하였다.

 패스워드 설정 시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암호화 저장 및 주기적 변경하도록 계획하였다.

 외부에 무선모뎀 설치 시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

나 시건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 인터넷 사용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된 장비만 네트워크 접속이 

허용되도록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였다.

 SSL VPN의 보안정책은 지정 설비 통신 및 제한적 설정이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8.2-10> 유지관리시스템 무선 네트워크 구성도

3) 네트워크 설비 보안관리 계획

 스위치의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삭제, 패스워드 설정 시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

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암호화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스위치의 미사용 랜포트는 봉인 후 운용하도록 계획하고 스위치 및 보안장비의 접속가

능 IP 설정은 2개 이하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다.

 스위치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해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

상 유지·관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1) 유지관리시스템 구성 계획

유지관리시스템은 지북정수장의 별도 공간에 시스템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으며, 

기존 정수장 운영시스템과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틍하여 기존 원격지설비(배수지 및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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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와 신규 현장 전송 데이터가 유지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지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자재는 상수관망설비의 전문적인 통합운영을 위하여 지북정수장의 별

도 운영실에 설치되며 통합DB 구축을 통해 유지관리시스템 및 기존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

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유․무선 통신 및 시스템 기능의 분산을 고려하여 상수관망 최

적 운영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등의 블록 유량, 압력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수집하도

록 구성한다.

<그림 8.2-11> 유지관리시스템 구성도(안)

본 사업에 적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는 유지관리시스템 전체 데이터의 관리, 분석, 저장업

무를 수행하는 Database,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경보 기능을 수행하

는 관망감시 S/W, 유/누수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관망관리 S/W, 먹는 물 수질에 대한 체

계적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S/W,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 

S/W, 향후 상수도 시설 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인벤토리 DB 및 기타 

Application S/W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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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7> 유지관리시스템 기자재 항목

시스템 명 기능 수량 비고
DB System ‧데이터저장 및 백업, 관리시스템 1 식

Database Server ‧데이터베이스 구축, 백업, 이중화 Server 클러스터링 2 Set
Storage ‧10년분 공유 데이터 저장공간 제공 1 Set

Backup Server/Device ‧영구적 데이터 백업 수행 1 Set
KVM ‧8Port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공유기 1 Set

System Rack ‧서버시스템 및 부대장비 장착 1 Set
FEP, APP System ‧데이터수집,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능제공 1 식

FEP Server ‧데이터수집 및 변환, 전송, DB저장 기능제공 1 Set
APP Server ‧기존 상수도시설 및 구역유량 감시제어 1 Set

Operator System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 식
관망감시 OS #1 ‧관망감시프로그램 운영 1 Set
관망관리 OS #2 ‧관망관리, 시설물관리, 수질관리프로그램 운영 1 Set

Console Desk Set ‧운영자용 콘솔데스크 및 의자 등 부대장비 2 Set
Logging Printer ‧보고서 출력용 1 set

전용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통신 및 보안구성 1 식
TM/TC Master ‧시리얼 데이터수집, 가공, 변환 1 Set

L2 Switch ‧유지관리시스템 네트워크(외부망) 구성 1 Set
L3 Switch ‧유지관리시스템 네트워크(내부망) 구성 2 set

Firewall / VPN ‧보안네트워크 구성 및 VPN망 구성 1 Set
IPS ‧침입탐지 및 차단 시스템 1 Set

SSL VPN ‧무선 보안네트워크 구성 1 Set
SMS System ‧경보 및 SMS 시스템 1 Set

망간자료전송장치 ‧내외부망 분리 및 일방향통신 구성 2 Set
PMS ‧백신 및 패치관리기능, 엔드포인트 보안 중앙관리 1 Set

UPS ‧무정전 전원공급 1 식
영상감시설비 ‧상수도시설 영상감시 기능 제공 1 식

수질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수질전광판 및 운영 Software 1 식
원격검침시스템 ‧선도블록 및 관리블록 원격검침 1 식

기존 중앙운영실 설비 개량 ‧기존 POS 개량 및 신설 유지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1 식
유량계실 ‧유량계, TM/TC, 기타부대설비 1 식
수압계실 ‧수압계, TM/TC, 기타부대설비 1 식
수질계실 ‧수질다항목측정기, TM/TC, 기타부대설비 1 식
가압장 ‧가압장 TM/TC, 기타부대설비 1 식

기존시설 현장설비 개량 ‧배수지, 가압장, 유량계실 등 1 식
예비품 ‧I/O Card류, Arrester 등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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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망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관망감시시스템은 상수관망 시설의 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의 기본시스템

으로 상위 시스템과 현장감시설비 간 통신은 Ethernet TCP/IP 프로토콜 기반의 범용 통

신방식(Modbus, OPC 등)을 채택하여 특정 네트워크 및 기기에 종속되지 않도록 계획하였

다. 관망감시 소프트웨어는 운영자와 기기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설의 원격감

시, 운영관리 기능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DB Server에 저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청주시의 신설 상수관망감시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운영중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소프트웨

어의 확장 및 개량 측면에서 우수한 범용의 개방형 HMI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관망감시 소프트웨어는 개방형의 분산제어시스템으로 다양한 기종의 하드웨어와 인

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청주시 기존 배수지, 가압장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기종으로 선정하여 

운영에 혼선을 주지 않으며 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이중화 감시/제어 환경 제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계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지북정수장 감시제어시스템과 신설 유지관리시

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기존 시스템에서도 신설 관망관리시스템의 현장설비 감시가 가능

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가) 관망감시 대상 및 항목

<표 8.2-18> 기능별 관망감시 항목

구         분 감시 및 처리항목

블록 계측상태 감시
및 DB저장 ∙블록별 유량, 수압, 통신상태, 제어반 상태 감시, DB저장 

상수관망 시설감시 ∙배수지 유입·유출 유량 및 수위, 가압장 운전현황, 토출수압
∙수질측정지점의 탁도, 잔류염소, pH 및 감압밸브 전후 수압(필요시) 등

블록 트랜드 감시 ∙블록별 유량, 수압, 수질 등 감시항목별 실시간 트랜드

경보처리 ∙제어반 상태, 유량, 수압, 수질, 수위 등에 대해 경보기준에 의한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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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망감시 주요기능

<표 8.2-19> 관망감시 주요기능

항  목 목  적

화면구성기능
∙개별 현장설비 가동상태 및 계측 값 표시
∙기기이상 등 경보
∙계측 데이터 트랜드 조회

통신 및 인터페이스
기능

∙현장 감시설비와의 인터페이스
∙HMI 제어권한(Remote/Local) 및 사용자 계정관리
∙Database Sender를 이용한 ODBC와의 인터페이스

연산기능
∙다양한 계측 데이터에 따른 아날로그 연산 제어 및 관련 연산 수식 설정
∙현장 계측값 간의 동시 연산
∙각종 Set-point 설정 및 범위 표시

일보/월보
작성기능

∙일, 월, 연별 보고서, 기기 가동시간 작성
∙HMI와 MS-Excel의 호환으로 보고서 작성
∙서버에 보관된 과거보고서 검색

다) 원격감시항목

관망감시시스템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8.2-20> 원격 감시 항목

항  목 목  적 내     용

유 량 누수감시 파열사고에 의한 대량 누수에 따른 급격한 유량변동 감시

수 압

누수감시 파열사고에 의한 대량 누수에 따른 급격한 수압저하 감시

안정급수
감시

관로내 적정수압
직결급수 대상지역 적정수압
과수압 또는 출수불량

수 질 수질감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상수도 시설기준과의 비교
수질기준 초과시 알람, 비상시 단수 및 비상급수 결정

밸브
경계 안정급수 

감시
단수 또는 비상연락시를 위한 감시 및 제어
단수결정 시 비상급수를 위한 계획 수립

감압 유량공급 
조절 누수량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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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 수준

감시항목 및 감시목적에 따라 원격감시수준을 결정한다.

<표 8.2-21> 감시제어 항목별 원격감시수준

항  목 전송주기 수     준

유 량 1분 상태감시

수 압 1분 상태감시

수질감시 10분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에 관한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감시

감압 및 
경계밸브 실시간 설비종류 및 운영방법 등 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시 및 제어

배수펌프 실시간 환경조건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감시 및 제어

3)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가) 개 요

청주시 신설 관망관리시스템은 본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신설 구축하여 운영자 중심의 

다양한 진단, 운영,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최적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정압력관리

와 불감율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부과량 증대 및 에너지비용의 절감으로 상수도 원가절

감을 실현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관망 운영에 대한 분석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업무 효율을 증대하며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다양한 관망 운영 기능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8.2-12> 관망관리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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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망관리시스템 기능

<표 8.2-22> 관망관리시스템 기능

주요기능 상세기능 주요기능 상세기능
접속 로그온 블록별 요금부과량 

분석
각 블록별 요금부과량 추가 

모니터링 화면 실시간 전지역 수신자료와 
경고내역 확인 각 블록별 수용가 지정 추가

유량/수압 조회 각 블록의 유량 자료 조회 블록별  
요금부과량 조회 각 블록의 요금 부과량 조회

각 블록의 수압 자료  조회 수용가 사용량 
조회

각 블록의 상수도 검침량 조회
유효데이터

조회
각 블록의 유효한 유량 데이터 

분석 각 블록 수용가 정보 조회

총괄 수량수지 
분석

각 블록의 연단위 총량 물수지 
분석조회 이벤트기록 조회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내역 

조회
각 블록의 월단위 총량  물수지 

분석조회 데이터 정규화 각 블록 선택기간의 유량 및 수압 
RAW 데이터를 정규화 및 일 통계 처리

야간 최소유량 
분석

야간 최소유량을 순시와 이동평균 
데이터 조회

유효 데이터
관리 등록

확정성, 판정성, 사용자 임의 필터링 
설정

공급량 예측 단기/장기로 공급량 예측 자료관리 이동식으로 측정된 유량데이터 입력 화면

보고서 출력

유량/수압, 수질, 유수율 보고서 출력 블록정보 조회 각 블록정보를 조회
유량/수압 보고서 출력 블록정보 관리등록 블록정보를 등록 및 수정

총괄 수량수지 분석 보고서  출력 블록변동
정보관리 각 블록의 변동 정보를 관리유수율 보고서 출력

① 블록설정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의 경계는 상수관망도를 확인하여 설정한다.

 블록의 경계가 수정될 경우, 관망분석시스템은 수정된 상수관망도 정보를 수신 

받아 블록정보 관리

 블록의 세부 정보는 블록관리에 필요한 블록면적, 수용가수, 관로연장, 제수변수 

등의 블록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블록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관망도 정보를 활용하여 상수관망의 정보를 

화면에 표출하고 운영자가 블록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면 제공

② 실시간 모니터링

 블록별로 계측되는 유량 및 압력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일정주기별로 모니터링 수행

 유량 및 수압 등의 데이터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효데이터, 무효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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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한 후 일 단위 유효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하며, 원본 데이터의 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필터

링 전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며 제공

 종속구성 블록에 대한 체계분석을 통해 블록 간 수량 수지 파악

③ 패턴 분석(패턴관리)

 실시간 수집되는 유량, 압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다양한 조

건별 수요패턴 생성 가능

④ 유/누수율 분석

 블록별 산출된 월간 유/누수율은 유/누수율 산출기간, 검침량 합계, 블록공급량, 

적용 무수량, 불감율 등의 항목 집계

 수집된 계측데이터와 검침데이터를 적용하여 총괄수량수지분석에 의한 대/중/소

블록의 일별/월별 유/누수율 분석 가능

 년별 총괄수량수지분석 및 월별 유/누수율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용가정보와 연계

한 데이터 전송 및 일원화된 입력창구를 통해 분석 및 출력기능 탑재, 보고서 

및 그래프 등 구현

⑤ 손실량 분석

 수집된 계측 데이터와 검침 데이터를 적용하여 총괄수량수지분석에 의한 대/중/

소블록의 월별 누수량 추정

 야간사용량 추세분석 및 야간최소유량 분석을 통해 블록별 야간 상수사용량 및 

누수량 추정

 야간최소유량 산정방식은 추이분석 및 누수량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고려하여 

순시와 이동평균 및 분단위 등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그래프 및 보고서로 구현

 송 · 배수관 누수량 분석을 위해 대 ․ 중 ․ 소 블록간의 계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송 ·

배수관로구간의 누수량 분석

 산정된 누수량은 설정된 시계열(분, 시간, 일, 월, 년)로 그래프 화하여 화면상에 

제공 하며, 연간 적산된 누수량과 총괄수량수지분석으로부터 산정되는 누수량과

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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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감시 방법은 중/소블록으로 산정된 야간최소유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

자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 그래프 및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

 블록별로 제시된 결과물에 따라 관 개량 및 누수복구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집

중블록관리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이 용이하도록 구현

⑥ 수압 분석

 블록내 상수관망, 지형정보와 실시간 수집되는 계측 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

역평균압력 및 구역야간평균압력 산정

 실시간 수집되는 블록유입압력과 동수두로 표현된 평균압력에 대해 블록별 최고

/저 압력에 대한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경보시스템 가동 가능

 산정된 평균압력과 블록 정보를 통해 수압보정인자, 야간-일보정계수를 산정하

여 배경, 파열 누수분석에 의한 상세항목별 손실량 산정 지원 가능

 블록에 대한 임계지점 수압의 산출을 통해서 블록 유입부 수압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실측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⑦ 사용량(공급량) 예측

 월단위로 검침되는 상수사용량에 의한 총괄수량수지분석이 수행되기 전에 산출된 

공급패턴을 기반으로 기후, 요일 등의 조건에 따른 블록별 상수사용량 추정 가능

 블록별 요일, 월 등에 따른 다양한 상수 사용량 및 일 최대 상수사용량 추정 가능

 예측된 블록별 장‧단기 상수사용량을 기반으로 대/중/소블록에 위치한 배수지, 

펌프 등의 용수공급설비의 장‧단기 운영 지원 가능

⑧ 추세 분석

 실시간 계측 유량, 압력 데이터와 동일 조건별 패턴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수

관망상태 추정 및 수용가 상수사용 경향 분석

 블록별 장단기 유/누수 발생 경향 및 관망상태인자 추세 분석을 통한 상수관망

의 물리적 상태 평가 가능

 평균압력의 발생 경향과 누수발생 경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블록의 압력관

리를 지원

⑨ 경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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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처리기능은 유/누수분석 결과 누수 증가추세 판단시, 야간최소유량의 상시 

모니터링범위를 초과하여 일정시간이상 지속시 관리자에게 SMS 경보처리 수행

⑩ 수질관리

 수질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값 조회 가능

 수질 측정값에 대한 임계치 설정 가능, 이상 시 경보와 연동

⑪ 상수관망 데이터 관리

 상수관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블록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유량 및 수압 측정 

지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상수관망 데이터는 권역내 전체지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상수관망 데이터를 

DB로 저장하고 제수변, 감압밸브, 관망, 블록, 급수체계 등 관망분석에서 필요

한 데이터 제공

⑫ 행정시스템 데이터 연계

 요금데이터 연계

  - 기존요금관리시스템의 파일(엑셀 등)형식의 요금정보데이터(검침데이터 및 요금

데이터 등)를 오프라인으로 제공받아 관망관리시스템의 분석기능을 통한 유수

율, 누수 및 손실량 등 산정

  - 블록별 월간 유수율 계산과 누수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8.2-23> 행정시스템 데이터 연계

정보종류 활용내용

급수전 정보 ∙ 수용가 정보, 블록현황, 요금고지 및 납부내역 등 조회 
수도계기 정보 ∙ 수도 검침량 조회 대상인 계기번호와 급수전번호 조회
수도검침량정보 ∙ 수도계기별 검침내역과 요금고지관련 정보 관리

 상수관망도 데이터 연계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중인 상수관망도(CAD)를 통해 관망관리시스템

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서 사용한다.

  - 관망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지원기능을 위해 사업대상지역의 지형도, 상수관망시설인 

관로, 펌프장, 배수지, 제수변 주제도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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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존시스템 데이터 연계

 현장감시설비 데이터 연계

  - 청주시 기존 블록 및 수용가 변경에 따른 현장감시설비의 신설 또는 개량에 따

른 관망관리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 청주시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소블록 중

심의 관망관리방식에서 청주시 사업대상 상수도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

해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관망관리 편의를 도모한다.

4) 관망관리 활용 시 상수관망 블록관리의 운영효과

가) 블록별 특성 DB화

 블록단위 유입부 유입 유량과 수압의 실시간 계측 값을 활용한 배수패턴을 산출하

여 해당블록의 급수 및 수요패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지역적(주거, 상업, 산업 등) 특성과 조건별(기후, 계절, 주간) 블록특성의 데이터베

이스화로 다양한 추정 및 통계기능 구현이 가능해짐

 파악된 블록별 패턴으로 급수, 단수, 보수시점의 의사결정 계획이 용이

나) 상시 관리체계 구축

 블록 내 급수패턴과 블록별 검침데이터의 합계로 산출되는 월간 사용패턴을 활용하

여 수압을 고려한 누수분석 및 공급량 산출이 가능해지므로 실제 추정이 필요한 기

간의 사용량산출이 가능해짐

 패턴화가 완성된 블록은 현재시점의 수용가 실시간 사용량 추정 가능

 블록별 검침데이터, 최소야간유량을 활용하여 유수율, 누수율 산출 가능

 최소야간유량시점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여 누수추정 가능

 경보시스템 구축시 상시누수감시체계가 구축되어 비상 대응성 향상

다) 관망성능 모니터링

 유/누수 분석의 복잡한 산출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여 의사결정 지원 

 분석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전문성, 객관성 확보

 상수관망의 보수, 개량, 신설 등 블록단위 시공전과 시공후의 성능모니터링으로 정

비성과 파악 및 보증수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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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3> 관망관리시스템 구성

5)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사업범위 내 상수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상수관망도 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제수변, 감압밸브, 관망, 블록, 급수체계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능을 제

공 하며, 각 시설별 설치자료, 유지보수 및 경보이력, 주요구성자재, 소모품, 예비품 등이 주

요 관리요소가 되며 관망감시시스템으로부터 기기의 가동시간 및 고장시간 등의 정보를 수

집하여 각 설비별 상태분석을 시행, 각종 설비장애에 따른 복구이력 DB를 구축한다. 또한 

소모품 및 예비품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표 8.2-24> 시설물관리 세부 기능

세부 기능 기능 내용

기본,편집기능 ∙상수관망 시설물의 속성, 위치, 출력, 시설추가 및 편집

시설편집 ∙상수관로, 맨홀, 변류시설, 소화전, 계측기 시설편집

시설관리 ∙상수관로, 맨홀, 변류시설, 소화전, 계측기, 누수이력 관리

부속시설관리 ∙수원지,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관리

자산(시설물)관리 ∙상수관망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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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 DB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전산화된 시설정보를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자산 인벤토리 DB 구축을 대비한 시설물 DB를 설계 반영하여 시설물 DB에 의한 시설물 상

태진단, 점검일정 관리 등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분산된 상수관망 시설물 정보 

일원화 관리, 시설물 상태진단 및 점검일정관리 기능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시설물관리시스템 주요기능

① 시설물 편집 및 시설물 속성 편집

 상수관망 시설물의 속성, 위치, 출력, 시설추가 및 편집을 통한 상수관망 시설물 

정보 관리

② 시설물관리

 상수관로, 맨홀, 변류시설, 소화전, 계측기, 누수이력 등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능

③ 시설물 대장관리

 유지보수이력 등 장애 통계분석, 시설별 소모품 및 예비품 교체주기 산정, 통보

④ 시설물 정보관리

 시설물 정보등록 : 시설물 제원기록, 시설물 이력조회 기능

 시설 설치/철거 :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시설 정보관리

 시설물 관리이관 : 시설물 관리부서 이관, 시설 관리인수 현황 조회

⑤ 시설물 점검일정 관리

 점검계획표 등록 : 일정 주기별(월/분기/년) 시설 점검 주기별 점검계획 등록, 

계정별 관리 및 시설물 지정등록

 점검계획표 확인 : 일정 주기별(월/분기/년) 등록된 시설 점검계획의 조회 및 승인

 작업내용 상태표출 : 시설 점검결과 등록 상태에 따라 문자 색상을 상이하게 표출

⑥ 시설물 상태진단

 시설물 가동시간 및 점검일정 관리 : 관망감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의 

가동시간을 산정 및 저장하고 이를 누계관리 한다. 또한 각 시설별 가동누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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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점검내용을 설정함으로써 누적가동시간이 설정된 내역에 도달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점검 일정을 통보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애 발생 최소화

 고장 통계/분석 : 각 시설별 고장발생 현황에 대하여 가동시간별로 통계, 분석함으

로써 시설별 장애 발생을 예상하고 점검시설 및 내역을 산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

⑦ 경보이력 관리

 시설물의 상태분석을 통하여 유지보수 점검주기 및 예비품 교체주기 초과시 운

영OS 및 운영자에게 SMS를 통하여 경보

 DB에 기록된 경보/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내역을 조회하고 운영자가 지정한 양

식으로 출력

⑧ 시설물 유지보수 이력관리, 소모품 및 예비품 관리

 장애발생 시설물에 대한 고장통보, 고장발생기기 조회 및 수리 의뢰, 고장기기 

수리 여부 등록

 고장기기 외주/입고 수리여부 판단, 수리 결과 조회/확인, 수리완료 등록 및 확인

 소모품 및 예비품에 대하여 설치장소, 명칭, 보유수량, 사용이력 관리

 소모품·예비품의 사용이력에 관련하여 운영자 지정 양식으로 보고서 출력

라. 청주시 상수관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청주시의 시설감시제어는 중앙제어실에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정수장, 가압장, 배수지)구축되어 

정수과 정수팀에서 상시 감시중이고 관망 유지관리 시스템인 단위 블록유량계는 시설과 누수

관리팀에서 별도로 감시․운영중에 있다.

청주시의 블록유량계 설치 지역 확대 및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등으로 인한 신설 현장설

비(가압장, 유량계, 수압계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등) 상수관망관리에 대한 별도의 운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관망 통합 운영시스템을 시설과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하며 

기존 중앙제어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원격지 설비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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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4> 상수관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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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청주시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의 2권역에 속하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한 계획이다.

가. 과업개요

1) 과업목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기술별, 지자체별)

2) 과업내용

 운영현황 조사, 관망 모델 검‧보정 및 분석,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 현황조사 : 수도시설 현황,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운영현황

- 관망모델 : 旣 구축된 관망모델 문제점 검토 및 검‧보정(유량/수압/염소)

  * (旣구축) 상수관망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현대화사업 등

- 기본계획 : 수질관리‧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 신뢰제고, 유지관리계획

3) 과업기간

 2020. 03. 27 ~ 2021. 03. 26 (착수일로부터 365일)

4) 과업 대상 지역

<표 8.2-25> 과업대상지역

2권역
(34개 지자체)

2020년 사업
(10개 지자체)

2021년 사업
(24개 지자체)

특·광역시(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15) 계룡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천안시, 보령시, 당진시, 공주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청양군

충청북도(6)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전라북도(11)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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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 수행 현황

1) 용역감독

환경부(총괄), 맑은물운영처(주감독, 계획수립 및 지자체 협의), 유역수도지원센터(보조감독, 

조사결과 확인)

2) 추진일정

 10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20.7), 24개 지자체(`21.1)

- 기본계획 : 10개 지자체는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1차 `20.5, 2차 `20.6, 3차 `20.7)

   * (1차) 실시간 수압계,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워터코디・닥터 장비 → (2차)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스마트미터 → (3차) 재염소설비, 자동드레인, 관세척, 정

밀여과장치, 수질감시시스템

다. 기술별 자료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방안 (※ 10개 지자체 기준)

1차 4월 5월 6월 7월
S A R1 D Rf

(S) 조사, reSearch (A) 분석, Analysis (R1) 계획수립 초안 (D) 협의, Discussion (Rf) 계획수립 확정

1) 실시간 수압계

 기초조사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현황, 주요지점 현황

  * (주요지점) 블록별 유입/임계/평균 수압지점, 대수용가, 가압장 및 감압밸브 지점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자료 활용

 기본계획 : 소블록당 분기별로 1주일씩 감시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지점을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도록 구매 계획 수립

2)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기초조사 누수복구 현황, 관망정비계획

  *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상수관망 기술진단(42개) 자료 활용

 기본계획 : 노후관 교체 계획, 향후 3개년 누수복구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비, 센서 등 

구매계획 수립

3) 워터코디・닥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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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 : 워터코디・닥터 서비스 운영 현황 

 기본계획 : 워터코디는 연간 全 가구수의 10% 수준, 워터닥터는 연간 全 가구수의 1% 

수준(K-water 서비스 수준)으로 장비 구매계획 수립 

  * (소요장비) 수질분석기(4종 세트), 옥내배관 내시경장비, 옥내배관 세척장비

2차 4월 5월 6월 7월
S A R1 D Rf

4)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시스템

 기초조사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현황, 용수공급체계, 유수율 현황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사고 취약구간 분석, 블록 내 유수율 집중관리 구간 분석

  * (취약구간) 사고 발생시 500가구 이상의 단수가 예상되는 구간

 기본계획 : 사고 취약구간, 유수율 집중관리 구간을 대상으로 시공여건(밸브실 등)과 

운영여건(무선통신 수신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5) 원격수도검침 시스템(스마트미터)

 기초조사 검침곤란지역(검침원 인터뷰), 사회 취약계층, 대수용가 현황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자료 활용

 분석 : 시범 블록 등 설치지점 선정, 적정 수도미터 검토 

 기본계획 : 시범 블록,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시공여건(밸브실 등)과 운영여건(무선통신 

수신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관망해석 4월 5월 6월 7월
S A A S A A A

  * 모델 수집→현황 수준분석→검증절점 선정→유량/수압 측정→Kb, Kw계수 검토→검보

정→해석

가) 관망해석 

 자료수집 : 旣 구축된 상수관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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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문제점 분석 : 관망모델-관망도(GIS, CAD) 間 현행화 수준, 검증대상 절점(유량/수

압/잔류염소 측정 위치) 선정

 현장조사 : 검증 절점별 유량/수압/잔류염소 측정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검・보정 : 수체반응계수, 관벽반응계수 결정, 관망모델 검・보정

  관망해석 : 수리(관망 내 도달시간, 유속)・수질(잔류염소) 관망해석

<도달시간 분석> <잔류염소 모의>

3차 4월 5월 6월 7월
S S A A A R1 D Rf

6) 재염소설비

 기초조사 : 수질민원, 수질검사 자료(수도꼭지 수질검사, 안심확인제 등)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시・공간적(계절별, 정수장~관말) 분석, 잔류염소 高편차 개선 대안 검토, 잔류

염소 균등화 모의

 * 정수장 농도 조절, 배수지 운영개선, 자동드레인 등

 기본계획 : 잔류염소 농도 취약지점(0.1㎎/L 미만), 시․공간적 균등화가 필요한 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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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배수지)을 대상으로 설치 계획 수립

  * 반드시, 자동드레인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7) 자동드레인

 기초조사 : 수질민원, 수질검사 자료(수도꼭지 수질검사, 안심확인제 등)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공간적(정수장~관말) 분석, 잔류염소 부족 및 高탁도 개선 대안 검토, 중점관리

지역 검토,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기본계획 : 저유속 및 과체류시간, 잔류염소 부족 우려 구간을 대상으로 시공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8) 관세척

 기초조사 : 수질민원, 수질검사 자료(수도꼭지 수질검사, 안심확인제 등), 관종/도장재 

현황, 부단수 내시경 조사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공간적 분석(민원, 수질검사 부적합 등), 중점관리지역 검토, 수리취약구간 분석, 

내시경 조사 영상 분석, 공법 검토(Blowing/Pig)

  * (수리취약구간) 유속 0.01m/s 이하이며, 체류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구간

 기본계획 : 수질민원, 수리취약구간,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부적합 구간 등을 대상으로 

시공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9) 정밀여과장치

 기초조사 : 수질민원, 수질검사 자료(수도꼭지 수질검사, 안심확인제 등), 관종/도장재 

현황, 부단수 내시경 조사, 대수용가 현황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공간적 분석, 중점관리지역 검토, 내시경 영상 분석

 기본계획 : 수질민원,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부적합 구간 등을 대상으로 시공 및 운

영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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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질감시시스템

 기초조사 : 수질계측기 설치 현황, 용수공급체계, 대수용가 현황 

  * 운영효율화사업(7개), 현대화사업(`17년 1개, `18년 1개, `19년 4개), 기술진단(31개) 

자료 활용

 분석 : 수질감시구역 분할, 중점관리지역 검토, 도달시간 분석

 기본계획 : 사업장 및 급수구역 內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시공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

  * (사업장) 250㎥ 이상 배수지  (관로상) 배수지로부터 24～48시간 도달지점

2.7.4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위    치 : 청주시 관내 일원

 기    간 : 2020.1 ~ 2021.12

 총사업비 : 18,985백만원(국비 70%, 도비 6%, 시비 24%)

 규    모 : 실시간 수압계 등 8개 시설 1식

- (1단계) 실시간 수압계(14set, 231백만원), 스마트 관로인식체계(7,205개, 719백만원)

- (2단계) 소규모유량감시(7개소, 632백만원), 스마트 미터링(5,543, 2,954백만원)

- (3단계) 수질계측기(41개소, 2,163백만원), 자동드레인(21개소, 2,122백만원)

관세척(75개소, 5,523백만원), 재염소설비(14개소, 3,536백만원), 재염소설비(14

개소, 3,536백만원), 정밀여과(9개소, 1,726백만원)

<표 8.2-26> 시설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020) 2단계(2020~2021) 3단계(2021)

계 실시간
수압계

RF
관로인식 계 소규모

유량감시
스마트
미터링 계 수질감시

시스템
자동

드레인
재염소
설비 관세척 정밀

여과

환경부
사업비 18,229 950 231 719 3,586 632 2,954 13,693 1,795 1,512 3,239 5,523 1,624

사업량 14 7,205 7 5,543 34 15 13 75 8

지자체
사업비 19,606 950 231 719 3,586 632 2,954 15,070 2,163 2,122 3,536 5,523 1,726

사업량 14 7,205 7 5,543 41 21 14 75 9
확정(20.06.11) 확정(20.07.28) 확정(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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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계획

<표 8.2-27>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0 2021
소계 23,299 변경 : 14,573

(당초 : 20,548)
8,726
(2,751)

국비 16,309 10,201
(14,384)

6,108
(1,925)

도비 1,398 874
(1,233)

524
(165)

시비 5,592 3,498 2,094
(661)

※ 2020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다. 단계별 기본계획(안)

1) 1단계 기본계획(안) [실시간 수압계,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워터코디․닥터장비]

가) 실시간 수압계(이동형)

 소블록별 주기적인 수압관리를 통해 시·군별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존 자기록 수압계의 통신기능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압력 센서 및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압력 데이터 감시

 설치기준

- 지자체별 인프라 구축수준을 고려한 대상블록 선정 기준

<표 8.2-28> 설치기준

구분 인프라기구축 현황 대상블록 선정 기준

특·광역시 높음

• [Case 1] 불량소블록 우선 선정
  지자체별 수립한 관망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불량등급

으로 판정된 Block 우선 시행
  * 불량소블록 : 수압관리 불량, 누수관리 심각 소블록
• [Case 2] 사업소별 2 set 적용
  - 1 set : 소블록 수압측정(40~50Block/사업소)
  - 1 set : 누수복구, 관세척 등 시행시 주변수압관리
  ※ Case 1,2 中 큰 값 적용

시, 군 낮음
• 관망기술진단시 인프라 부족(수압계, 유량계 등)으로 불량소블록 평

가하기 어려움
 ⇒ 전체 소블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주) 1. 블록 구축 중인 지자체 : 블록화 계획 적용
2. 블록 구축 미완료된 지자체 : 중블록(배수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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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및 구매수량

  • 소블록당 분기별 1회(1주간 실시간 측정) 측정 계획 (연간 4회)

  • 실시간 수압계 1set로 분기당 10개 소블록 측정 운영

    * 52주/년 ÷ 4분기 = 13주/분기 ➡ 1주일씩 10개 소블록 운영, 3주는 유지보수

  • 1set 당 5개 지점 운영(유입부, 평균, 최대, 최저, 대수용가)

 확정물량

<표 8.2-29> 확정물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확정 추후 검토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수량 / 사업비 14 231 14 231 14 231 - -

나)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관로형부착방식 및 변실부착방식을 병행검토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 

계획

 관로(맨홀) 상단부에 센서를 설치한 후, 지상에서 탐지기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를 활용하여 관로(맨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관로시설 정보를 전산

화하는 기술

<표 8.2-30>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구 분 기술 설명

관로
분야

RF • 관로 매설정보가 입력된 센서를 관상단에 설치, 탐지기 라디오 주파수로 관로 
위치를 찾아내고 관 매설정보는 탭북에서 확인

NFC • 관로 매설정보가 입력된 NFC 기술 기반의 인식 표지기 설치, 스마트폰을 근접
하여 정보 취득

맨홀
분야

(RFID)

맨홀뚜껑형 
(맨홀 외부)

• 맨홀 시설정보 등이 입력된 RFID 태그를 맨홀 외부에 설치, 리더기 RF 및 블
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탭북)에서 확인

카드형
(맨홀 내부)

• 맨홀의 시설정보 등이 입력된 RFID 태그를 맨홀 내부에 설치, NFC 통신방식
으로 스마트폰을 근접하여 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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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부 
탐지

<RF> <NFC> <RFID 맨홀뚜껑형> <RFID 카드형>

 설치기준

- 지자체별 시가화 수준을 고려한 전자식 표지기 설치 기준

구분 시가화 수준 관로 적용 기준 비고

특·광역시, 시 높음 20m당 1개소 적용  * 곡관부를 고려하여 20% 가산하여 
물량산정군 낮음 35m당 1개소 적용

* 「도로법」을 준용(도시지역 20m, 지방지역 50m)하였으며 군지역은 도심(읍) 및 지방(면)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도시지역과 
지역지역의 평균치 35m 기준 적용

- 전자식 표지기 설치 대상 선정

   • 관로신설시

    :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21~2025년 계획관로 연장 적용

  • 관로개량시(노후관 교체)

    : 최근 3년간 관로개량 평균 연장(m)을 향후 3년치 계획수립(상수도통계 2019)

  • 누수복구 시 

   : 최근 3년간 누수복구 평균 건수를 향후 3년치 계획수립(상수도통계 2019)

  • 주요밸브실 적용(RFID 태그)

    : 기설치 밸브실 적용(유량계실, 이토밸브실, 공기밸브실, 가압장, 감압밸브실 등)

 확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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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1>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자체(안)

RF NFC RFID(외부) RFID(내부)
지자체 요청 ● - ● -

수 량(EA) 5,048 - 2,157 -

사업비 352 - 367 -

확정공사비 352 - 367 -

추후 검토 - - - -
주) 스마트 관로 시설정보 인식체계 구축 시 사용기술은 지자체 운영현황 및 적용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술을 금회 사업

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함.

다) 워터코디·닥터 장비

 지자체별 정보제공 후 도입여부 의견 수렴을 통한 인프라 구축계획

 수돗물 수질관리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진단‧세

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다항목 측정기> <pH 측정기> <탁도측정기> <내시경 장비> <옥내배관 세척장비>

 설치기준

- 기준 가구수 : 지자체 총 가구수 적용

- 워터코디 : 수질관리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 지자체 급수가구의 10% 적용

  • 2인1조 구성, 1개조당 8가구/일 서비스, 22일/월 근무, 1개조 당 1SET(다항목

측정기, pH미터, 탁도계) 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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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조 당 年 시행건수 2,112건 = 8건/일 × 22일/월 × 12개월

- 워터닥터 : 옥내배관 상태 진단(내시경) 및 세척서비스

  • 지자체 급수가구의 1% 적용

  • 2인1조 구성, 1개조당 4가구/일 서비스, 22일/월 근무, 1개조 당 1SET(내시경

장비, 세척장비) 장비 확보

  * 1개조 당 年 시행건수 1,056건 = 4건/일 × 22일/월 × 12개월

 확정물량

<표 8.2-32> 확정물량 (단위 : 백만원)

구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확정 추후 검토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장비(set) 사업비

워터코디 16 109 - - - - - -

워터닥터 4 48 - - - - - -

2) 2단계 기본계획(안)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스마트 미터링]

가)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기존 급수구역을 보다 세밀하게 유량·수압을 감시하여 대규모 누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존 급수구역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급수구역을 분할하고 유량을 감시하여 대규

모 누수사고(Bursting)을 사전 예방하고 수질사고 발생시 오염물질 거동을 예측하

여 2차사고 발생 방지

블록구축 운영현황 금회 적용방안

전원(한전수전)

• 블록 위주의 유량・수압감시 • 소규모 급수구역 위주의 유량・수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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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현재 지자체별 운영중인 블록시스템 및 관망현황을 검토하여, 대규모 누수사고 

및 수질사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 검토

  ① (CASE 1) 누수사고에 따른 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전 300~500전 

단위로 급수계통도를 공간적 분석 실시

  ② (CASE 2) 관리블록 내 배수관로 연장이 기존 소블록의 1/5~1/3 내외 규모로 

설정되는 구간

  ③ (CASE 3) 관리블록 내 대수용가가 다수 존재하는 구간(사용량이 많은 구간)

- 금회 소규모 감시시설은 유지관리 및 비상대응을 위한 시설로 실시간(Real time) 

유량·수압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금회 설계반영 : 전자식 유량계 설치 +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확정물량

-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시설 7개소 신설계획 수립

  • 수지상식 관망 內 배수본관에 밸브실 설치 후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시스템(7

개소) 설치 계획

<표 8.2-33> 확정물량

구 분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템(개소) 설치사유

합계 D75 D100 D150 D200 D250 D300 CASE
1

CASE
2

CASE
3

수 량(개소) 7 - 1 2 2 - 2 5 2 -

사업비(백만원) 632 - 80 172 181 - 199

나) 스마트 미터링

 디지털 방식의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수용가의 시간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

 인력 검침용 계량기가 아닌 디지털 수도미터 또는 기존 수도미터를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방식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수용가의 시간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



8-63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일단위 유수율 산정으로 누수사고 취약지점 집중감시, 원격검침 활용

- 시간대별 물사용량 파악으로 수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영향 즉시 예측 및 초

기 대응 가능

-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위기상황 알림 서비스(사회안전망) 가능

<그림 8.2-15>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개요

 설치기준

- 지자체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소구경 수도미터는 수도미터 교체+원격검침

기 설치, 대구경 수도미터는 디지털 이미지방식 원격검침기 설치로 반영 계획

  • (검침곤란 지역) 지자체 내 검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악, 도서지역, 출입

제한지역 등을 반영

  • (취약계층) 기존 수도요금 감면세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록세대 반영

  • (경과년 초과) 기존 수도미터의 경과년이 초과하여 교체를 하여야 하는 수도미

터를 금회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

- (향후 교체계획) 지자체 개발계획 및 대표블록을 선정하여 수도미터 교체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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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계획

- 지자체와 사전 설문을 통한 검침곤란지역, 대표블록, 신규설치 계획을 협의하여 

금회 스마트미터링 계획 수립

<표 8.2-34> 시설계획

구 분
환경부(안)

합계 경과년초과 검침곤란 취약계층 대수용가 기타(대표블록 등)

수량
(개소)

합 계 8,959 8,737 - - 222 -

D13 6,298 6,294 - - 4 -

D20 957 951 - - 6 -

D25 1,147 1,139 - - 8 -

D32 67 67 - - - -

D40 200 199 - - 1 -

D50 71 69 - - 2 -

D80 33 10 - - 23 -

D100 70 5 - - 65 -

D150 76 3 - - 73 -

D200 27 - - - 27 -

D250 8 - - - 8 -

D300 5 - - - 5 -
사업비 2,962백만원

 확정물량

<표 8.2-35> 확정물량 및 사업비

구  분
지자체(안)

계 D13 D20 D25 D32 D40 D50 D80 D100 D150 D200 D250 D300
요청수량(개소) 5,543 1,611 1,559 1,354   84  147  109  256  231  144   35     8     5 

검침방식(요청) 통신사플랫폼(디지털수도미터)

사업비 2,9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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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기본계획(안)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재염소설비]

가) 수질계측기

 공급 全과정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돗물 신뢰 제고

 수질측정항목별 감시 목적 및 활용

<표 8.2-36> 수질측정항목별 감시 목적 및 활용

측정항목 측정목적 기준

탁도 관로내 축적 이물질의 교란으로 인한 물의 탁한 정도를 측정 0.5NTU 이하

잔류염소 미생물 불활성화에 필요한 관로내 잔류염소(수온 및 체류시간에 따라 감소) 측정 0.1mg/L 이상

pH 관로 상태변화 등에 의한 변화 감시, 물의 수질변화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 pH 5.8~8.5

전기
전도도

수중의 이온물질 함유정도를 추정, 수질변화에 민감하여 오염물 유입 또는 
관로의 부식(금속성물질 철,망간,아연등 간접 감시) 판단에 활용 -

수온 잔류염소 변화 예측 및 물의 화학적 특성변화 및 반응 영향 파악에 활용 -

 설치기준

사업장 및 급수구역 內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 배수지, 배수본관 (다항목 계측기 설치)

   ⇒ 배수관망의 전반적인 수질 감시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지점에 계획

① (배수지) 5대항목 

 · V=250㎥이상 배수지 

② (배수본관) 5대항목

 (1) 수질취약구간 검토 : 기준①,②를 만족하는 구간 선정

    - 유속 0.25m/s 초과(시간최대)주1), 유속변화 2배(물사용량 최대/최소)

    - 정수장 기준 도달시간 24시간 이상

 (2) 수질계측기 설치 지점 : 수질취약구간 내 행정동 기준 1개소씩 설치

   ※ 필요시 배수관로 외 수계 전환, 비상관로 등 적용검토 
주1) (본 과업 적용) 유속 0.25m/s이상의 경우 관내 퇴적된 중대구경 입자물질의 부유가 예상되어 수질취약구간으로 선정 (‘상

수관망의 자가세척 유속과 적정 플러싱 유속 평가(2014, 한국수자원공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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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계획

- 금회 수질계측기는 수질감시 및 비상대응을 위한 시설로 설치 위치에 따라 5대 

항목 계측기 또는 단일항목(탁도계, 잔류염소계) 계측기를 계획

  ※ 단일항목계측기는 자동드레인과 연계하여 설치

  ⇒ 금회 설계반영 : 5대항목 계측기 or 단일항목(탁도계, 잔류염소계) 계측기

- 배수지, 배수본관에 5대항목 수질계측기(41개소) 설치

<표 8.2-37> 시설계획

배수지명
시설용량

(㎥)
운영현황

비고수질계측기(개소) 다항목
수질계측기

(개소)계 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내수(도원) 1,360 - - - - - - 금회

형동 1,300 - - - - - - 금회
일신 6,000 5 - 2 1 - 2 금회
성산 2,000 5 - 2 1 - 2 금회

오창산단 10,000 - - - - - - 금회
오창2산단 3,760 - - - - - - 금회(누락 반영)
오송산단 5,170 - - - - - - 금회

남이 2,000 5 - 2 1 - 2 금회
문동 1,000 5 1 1 1 1 1
강내 1,000 - - - - - - 금회

옥산가락 2,000 4 1 1 1 - 1 금회
옥산 1,200 - - - - - - 금회

옥산산단 500 - - - - - - 금회
노동리 1,500 5 - 2 1 - 2 금회
용정 4,000 9 2 2 2 1 2
명암 300 - - - - - -
수동 2,260 - - - - - -
휴암 2,000 - - - - - - 금회
가경 22,000 - - - - - - 금회
개신 36,000 - - - - - - 금회
금천 35,000 5 1 1 1 - 2 금회
용암 8,400 4 1 1 1 - 1 금회
율량 10,000 6 1 1 1 1 2
궁현 1,000 5 - 2 1 - 2 금회

오송2산단 8,000 5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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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본관 : 관망해석 ⇨ 수질취약구간 검토

 배수관망 내 전반적인 수질 감시가 가능한 지점에 수질계측기 22개소 계획

5) 사업비 산정

<표 8.2-38>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확정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수질계측기 34 1,795 41 2,163 41 2,163

가) 자동드레인

 관망내 수질변화를 감지하고, 이상수질 발생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 수질계측설비와 연계하여 비상시 수질사고에 대응
 설치기준 

- 全 소블록 대상 계획이며 일부 소블록을 금회 우선 시행 대상으로 선정
  ∙ 우선 시행 대상 : 체류시간 48시간 이상으로 잔류염소 부족이 예상되는 블록 
- 수질계측기와 연계한 시설계획
  ∙ (소블록 유입부) 자동드레인 + 단일항목 수질측정기(탁도계)
    ∘ 탁도변화에 따른 소블록 유입수질 관리
  ∙ (소블록 말단부) 자동드레인 + 단일항목 수질측정기(잔류염소)
    ∘ 체류시간과다로 인한 관말 잔류염소부족 관리

 시설계획

- 금회 자동드레인은 수질 이상시 비상대응을 위한 시설로 수질계측기와 연계하여 
시설 계획 

  ⇒ 금회 설계반영 : 자동드레인 설비 + 단일항목 계측기(탁도, 잔류염소)
    * 수질계측기 후단에 자동드레인 설치
 - 우선 시행 대상 소블록 선정
  ∙ 전체 소블록 140개소 중 우선 시행 소블록 4개소 선정
- 소블록별 시설계획
  ∙ (소블록 유입부) 자동드레인 + 탁도계 ⇨ 5개소 계획
  ∙ (소블록 말단부) 자동드레인 + 잔류염소계 ⇨ 10개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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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9> 시설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확정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자동드레인 15 1,512 21 2,122 21 2,122

주1) 단일항목 수질계측기 설치비 포함

나) 재염소설비

 관말까지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잔류염소 농도를 확보하고 배수구역 전반에 

걸쳐 농도를 낮고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검토배경 

- 상수도의 수질문제는 공공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도꼭지 말단까지 생물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독능의 유지 필요

- 상수관망에서 적절한 소독능 확보를 위해 잔류성이 있는 염소 소독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로상의 잔류염소 농도는 수돗물 공급량, 체류시간, 계절변화에 따른 수

온의 영향을 받음.

  ∙ 급수구역 내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 기준치(0.1mg/L 이상)를 만족하

고 있으나 하절기의 잔류염소 농도는 타 시기보다 낮게 측정됨

  ∙ 정수장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하절기 잔류염소를 상향하여 운영하기도 함

- 수돗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말까지 최소한의 잔류염소를 유지해야 

하나, 염소의 과다한 투입시 부산물 생성 및 금속관로의 부식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심미적 요인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수관망의 공급거리, 수돗물 사용량,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점

의 배수지 또는 관로상에 재염소 투입시설 설치 필요

 설치기준 

- 관망해석 결과 잔류염소 농도 0.1mg/L 이하 구간이 발생하는 배수구역

  ※ 관망 모의 조건 : 정수장 잔류염소 0.70mg/L, 일평균 사용량, 수온 25℃ 기준

  ※ 배수지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로에 계획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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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염소설비 13개소 신설계획 수립

  ∙ 배수지 재염소 투입으로 배수구역 내 잔류염소 농도 0.1mg/L이상 균등 공급 

효과가 예상되는 배수구역에 재염소설비 계획

 사업비 산정

<표 8.2-40>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배수지명
운영현황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계획(개소) 사업비(백만원)
배수지

시설용량(㎥)
재염소투입설비 

배수지 관로 배수지 관로 배수지 관로
계 79,250 6 - 15 - 3,304 -

내수(도원) 1,360 - - 1 - 220 -
형동 1,300 - - 1 - 220 -
일신 6,000 1 - - - - -
성산 2,000 1 - 1 - 220 -

오창(소) 200 - - - - - -
오창산단 10,000 - - 1 - 297 -
오창2산단 3,760 - - 1 - - -
오송산단 5,170 - - 1 - 257 -

남이 2,000 1 - - - - -
문동 1,000 - - 1 - 220 -
강내 2,000 - - 1 - 220 -

옥산가락 2,000 - - 1 - 220 -
옥산 1,200 - - 1 - 220 -

옥산산단 500 - - 1 - 176 -
노동리 1,500 1 - - - - -
용정 4,000 - - - - - -
명암 300 - - - - - -
목골 30 - - - - - -
수동 2,260 - - - - - -
주봉 200 - - 1 - 220 -
휴암 2,000 - - 1 - 220 -
가경 22,000 - - - - - -
개신 36,000 - - - - - -
금천 35,000 - - 1 - 297 -
용암 8,400 - - - - - -
율량 10,000 - - 1 - 297 -

상정리 60 - - - - - -
궁현 1,000 1 - - - - -

오창3산단 200 - - - - - -
오송2산단 8,000 1 - - - - -

송정2 17,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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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41> 확정물량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변경

갸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재염소설비 13 3,239 14 3,536 15 3,304

다) 관세척

 관로 내부에 축척된 미세한 이물질이나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

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응 가능

-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장시간동안 관로시설을 통해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 등이 관내면에 부착되거나 침적되어 유속, 

수압 등의 급격한 변화시 침전 물 등이 재부유하여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

- 이러한 공급 과정상의 수질변화는 예측이 어렵고 수돗물 수질, 관재질, 공급시스

템의 운영조건 등의 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를 통하여 관로내 정

체수를 배제하고 적정한 유속과 체류시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

- 노후관, 불량관을 개량하는 기술에는 세관(세척 포함), 갱생, 교체, 보수 등의 방

법이 있음

- 금회 사업에서는 갱생 또는 교체 전까지 노후관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

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세척 시행을 검토하였음

 시설계획

- 소블록별 시설계획

    ∙ 관세척 우선시행

<표 8.2-42> 시설계획

소블록명 배수관로 관경(㎜) 연장(m) 관세척공법 시설계획

옥산1
옥산2
옥산3

본관

250 1,252.07

물+공기

소화전 3 set 적용
150 4,695.99 소화전 10 set 적용
100 667.82 소화전 2 set 적용
80 144.66 소화전 1 set 적용

지관 50~100 20,359.6 물+공기 21구역 21set 적용
(구역당 1set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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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소블록명 배수관로 관경(㎜) 연장(m) 관세척공법 시설계획

용암-3
용암-4
금천-2
금천-3

본관

700 173.42

PIG

점검구 1 set 적용

600 191.22 점검구 1 set 적용

350 559.68 점검구 3 set 적용

300 259.06

물+공기

소화전 1 set 적용

250 864.77 소화전 3 set 적용

200 2,812.49 소화전 8 set 적용

150 567.63 소화전 2 set 적용

100 2,126.8 소화전 6 set 적용

지관 50~300 13,115.3 물+공기 13구역 13set 적용
(구역당 1set 적용)

 사업비 산정

<표 8.2-43> 사업비

구분
관세척 

연장(m)
시설계획(set) 사업비(백만원)

관세척 방법
소화전 점검구 소화전 점검구

계 47,790 70 5 5,026 497
D80 145 1 - 66 -

공기+물세척

D100 2,795 8 - 533 -
D150 38,738 46 - 3,350 -
D200 2,812 8 - 563 -
D250 2,117 6 - 439 -
D300 259 1 - 75 -
D350 560 - 3 - 251

Pig세척

D400 - - - - -
D450 - - - - -
D500 - - - - -
D600 191 - 1 - 120
D700 173 - 1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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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44> 확정물량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환경부(안) 지자체(안) 금회 확정

갸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관세척 75 5,523 75 5,523 75 5,523

라) 정밀여과장치

 이물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수본관에 정밀여과장치 제조구매 설치

 관세척 필요구간 중 관세척이 어려운 관로(무라이닝 회주철관, 닥타일주철관 등)에 

설치

 ⇒ 조건 1,2,3,4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정
 (조건 1) 노후관 중 갱생 또는 교체 대상관으로 관세척에서 제외된 관로
   (1) 매설년도 16년 이상 노후관 (2004년 이전)
    (환경부 훈령 제486호(2001.2)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 적용)
   (2) 적용 관종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환경부(2019) 참조)
     ① 주철관
      - 무라이닝 회주철, 닥타일주철관(1950~1980년대 중반) ⇒ 갱생 또는 교체
      - 시멘트모르터 라이닝 닥타일주철관(1984년~) ⇒ 세척
     ② 강관
      - 내면 콜타르 도복장강관(1963~1980년대 말) ⇒ 갱생 또는 교체
      - 내면 에폭시 도복장강관(1991년~) ⇒ 세척
     ③ 플라스틱관 
      - PE관 ⇒ 세척
      - PVC관 ⇒ 세척 (단,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HI-VP)(1990년대 초)에 한함)
 (조건 2) 유속평균 0.07m/s 이하 저유속 관로 (단, Q=0㎥/일 제외)
   ⇒ (본 과업 적용) 유속 0.07m/s이하의 경우 소구경 입자의 퇴적이 예상되어 저유속 구간 기준으로 

선정 (‘상수관망의 자가세척 유속과 적정 플러싱 유속 평가(2014, 한국수자원공사)’ 참조)
 (조건 3) 체류시간 특/광역시, 시(48시간), 군(72시간) 이상 관로
 (조건 4) 수질민원 다수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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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45> 배수관로

구분
해당

소블록
정밀여과장치

설치위치
배수관로
관경(㎜)

정밀여과장치
관경(㎜) 수용가

계량기
관경(㎜)

1 강내1 월곡리 294-1 250 250 미호중학교 80

2 지북직수-11 운천동 1717 150 150 국민건강보험공단 25

3 금천24 내덕동 316-8 300 300 청주농업고등학교 50

4 개신12 사창동 354-16 200 200 창신초등학교 80

5 금천16 영동 96-4 150 150 청주공업고등학교 80

6 개신4 수곡동 211-14 80 80 청주교츅대학교 80

7 금천7 단재로109 100 100 청남초등학교 40

8 용암2 용암로 18 300 300 용암중학교 50

9 개신2 개신동62 150 150 충북대학교병원 150

<표 8.2-46> 배수지계통

구분 정수장계통 배수지명 시설용량
수질민원
(개소) 노후관비율(%) 수질계측기

설치계획

1 청주광역 개신 36,000 147 74.5 5

<표 8.2-47> 확정물량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번 정밀여과 위치 선정
정밀여과장치 시설계획

사업비 비고
D80 D100 D150 D200 D250 D300

계 1 1 3 1 1 2 1,726

1 청주시 1 1 3 1 1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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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장래 계획

청주시는 시범사업 이후 장래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1, 2단계 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장래-1은 1단계(2025년), 장래-2는 2단계(2030년)로 계획하였다.

<표 8.2-48> 스마트 관망관리 장래계획

구  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비 고
시범사업 장래-1 장래-2

물량
사업비

(백만원) 물량
사업비

(백만원) 물량
사업비

(백만원)
계 20,083 37,865 42,213

실시간 수압계 14set 231 - - - -

스마트관로인식체계 7,205개 719 23,325개 2,406 - -

소규모 유량감시 7개 632 40개 3,611 - -

스마트 미터링 5,543개 2,954 19,350개 5,708 71,850개 19,876

수질계측기 41개 2,163 40개 2,110 40개 2,110

자동드레인 21개 2,122 40개 4,041 40개 4,042

관세척 75개 3,536 74개 8,931 41개 4,875

재염소설비 14개 5,523 5개 1,263 6개 1,515

비상시 대응 8개 1,007 40개 4,545 40개 4,545

수질감시 2개 243 - - - -

운영시스템 1식 351 - - - -

실시설계 1식 126 1식 1,250 1식 1,250

건설사업관리 1식 476 1식 4,000 1식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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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설물 및 자산관리 계획

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해 움직이는 각종 자산(장비/인력/에너지/자재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료 DB를 구축하여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산(장비/인력/에너지/자재 

등)의 포괄적 상태를 파악하여 장기적 예산 산정에 따른 관리로 투자정당성을 증진하여 신속한 업

무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3.1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관리 시스템계획

3.1.1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관리 시스템 개요

스마트기기에 의해 정보를 읽고, 점검결과를 관리자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점검현황을 자동으로 

입력, 관리하여 상수도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1.2.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

 주기적인 점검시 스마트기기(PDA,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휴대하여 설비별 설치되어 있는 

QR코드 또는 RFID의 정보를 읽어 시설을 관리하고 점검결과를 관리자용 컴퓨터에 접속하

여 점검현황을 자동으로 입력 및 관리한다.

 순회점검자가 이동시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설관리 서버에서 순회점검자 등의 스마트

기기(PDA,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고 순회점검자는 중요도를 감안하

여 현장 설비를 보수 및 관리한다.

<그림 8.3-1>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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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산관리 계획

3.2.1 자산관리 개요

 물질적 자산(장비/인력/에너지/자재 등)의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최소의 비

용으로 자산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림 8.3-2> 자산관리 계획

3.2.2. 자산관리체계 주요기능

<표 8.3-1> 자산관리체계 주요기능

주요기능 내  용

비상관리
∙ DBS와 연계한 오동작, 고장정보관리
∙ 비상 알람 및 메시지 통보
∙ 현장 작업자와 실시간 연결/조치

예방관리
∙ 시설물 Data관리 및 점검 지침
∙ 점검인원 편성 및 스케쥴 관리
∙ 작업계획 및 지시, 일지 관리

이력관리
∙ 고장 및 점검 이력관리
∙ 이력에 따른 작업 표준화
∙ 현장 사진 및 보고서 관리

작업관리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작업지시 전달
∙ 시설물 조회 및 이력관리

도서관리 ∙ 연관문서 관리  ∙ 설계도서 일원 관리
지원기능 ∙ 예비품 관리    ∙ 부품, 순환 관리  ∙ 예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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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산관리 수행체계

<그림 8.3-3> 상수도시설 잔산관리 통합시스템 수행절차

3.3.1 상수도시설 자산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상수도시설 조사

- 금회 사업완료 후 공사를 수행한 상수도시설을 포함한 지자체 전체 상수도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기초정보를 수집･갱신한다.

나. 관로 시설물 이력관리

- 상수도 관로 시설물 이력관리를 통해 기초정보를 수집･축적･갱신한다

다. 관망도 전산화 및 GIS 수정･보완

- GIS가 기 구축된 경우에는 GIS에 연계･반영하여 전산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자료를 국가 

GIS구축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전산화, GIS화된 관망도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운영관리 및 보전관리의 기본제공 기

능을 유지한다.

3.3.2 운영자료조사 및 기술진단(진단･평가)

 체계적인 상수도시설 운영 및 자료･통계관리를 통하여 기술진단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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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내실 있는 기술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3.3 잔존수명예측 및 리스크 분석

가. 상수도시설 잔존수명예측

- 상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잔존수명 추정을 통해 개

량시기를 예측하여 보수, 교체, 보강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나. 상수도시설 리스크 평가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적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한다.

3.3.4 서비스수준 설정 및 개량수요 분석

 고객서비스 요구수준(Level of Service)은 수도사업자가 달성해야할 목표로 소비자가 수도

사업자에게 공급을 받는 결과물이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수질, 신뢰도, 지속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고객서비스 요구수준을 정량화 하여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다.

 상수도시설 잔존수명 예측 결과 및 서비스 수준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량수요 분석을 실시한다.

3.3.5 최적 투자계획 수립

가. 시설기능의 유지 및 수명비용 저감화

- 상수도시설의 기대수명 증가로 개량의 투자시점에서 막대한 예산 및 관리비용을 저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사용수명 연장 및 기능적 효율 향상을 위해 신설 및 개량 비용을 저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비우선순위 선정 및 정비사업 방향 결정

- 블록별 원단위 분석,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취약블록에 대해 

연차별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 문제원인에 따라 누수지점 정비, 수압조정, 부적합계량기 교체･정비, 시설/설비/계측기 정

비, 불량관 개량 등의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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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재정계획 및 자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도사업자 보유 자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수도 사

업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향후 필요비용에 대해 추정한다.

 수도사업자의 과거 재정수지를 토대로 장래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재정 수입원의 예측 및 

예산 최적 분배를 통한 장기적인 재정과의 균형을 고려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3.4 기대효과

 운영유지 인력의 최소화로 인건비 절감

 서류 및 문서작업의 간소화 및 효율화

 효과적인 작업관리 및 유지보수

 사고예방과 장비의 수명연장

 전략적, 예방적 유지관리로 생애주기 확대 및 활용성 향상

 자산을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비용 최소화

3.5 시설물 정보 고도화 및 현대화 계획

3.5.1. 상수도 GIS 공공측량(GIS 고도화)계획

가. 추진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공간정보 DB의 구축 및 관리)

  -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DB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하여야 함(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공공측량)

  - 지하시설물 측량은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임(제5호)

  「도로법 시행규칙」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 공공측량에 의한 지하시설물(수치주제도) 제출 의무화

   「공공측량 작업규정」제6장(지하시설물 측량)

  - 대상 및 범위(제138조) : 관경 50mm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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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의 「7대 지하시설물 DB 갱신방안」(2011. 6월)

  - 공공측량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화

  ※ 7대 지하시설물 :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난방, 송유관

 기타 :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 규정 등

나. GIS 구축 현황

청주시 상수관로 GIS구축율은 43.1%(청주시 내부자료)이며, GIS완료 총 관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3-2> GIS 구축현황 (단위 : km)

구  분 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GIS구축율(%)
전국 150,810 3,563 9,298 90,034 47,915 69.4

충청북도 5,268 61 280 3,636 1,292 52.2

청주시 2,431 23 141 1,695 572 86.2
자료 : 2017 상수도통계(2018, 환경부)

다. GIS 구축계획

청주시는 현재 작업중인 GIS사업지역에 대해서 상수관로 GIS구축작업도 시행중에 있으며, 이

외 지역에 대한 향후 GIS구축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GIS구축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향후 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향후 GIS구축사업 계획시 상수관로가 GIS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3.5.2 관로시설의 운영관리 정보화

가. 각종 변실의 정보화 및 표준화

 현장에서 관로의 교체, 정비, 보강한 이력을 DB화하여, 관로자료 전산화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구축 

 현장에서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므로서 그동안 데이터의 손망, 손실

을 없애고, 실시간 누적함으로 관망운영을 위한 실질적 Work Station Sever를 통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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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맨홀 등의 운영관리 지원 및 표준화.

 제수변에 관리용 센서 부착 및 관리번호 부여

 맨홀과 맨홀 중간지점에 RFID가 내장된 정보화 표지못 설치

<표 8.3-3> 맨홀 정보화 구축 사례(맨홀 부착식, 맨홀 내 삽입식)
① 인천광역시 ② 서울특별시 ③ 광주광역시

나. 각종 자료의 Data Base화

 RFID가 내장된  맨홀 정보와 인터넷(WEB Sever)을 통한, 시설물의 현장 관망도, GIS정

보, 맨홀사진, 유량 및 수압데이터 관련DB, 물방향 표시, 공사대장, 누수대장, 작업일지 

등을 현장에서 작성 스마트폰에 의한 업무 현장 입력.

 GIS 관망도 수정을 위한 속성정보 지원 및 관망진단, 관망해석, 노후도 평가 수도정비 기

본 계획등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한 자료 제공

다. 유지관리 효율화

 유지 관리자로 하여금, 맨홀의 관망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산화처리된, DB를 쉽게 

운영하여 관로 정보 숙지 및 복구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유도.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일환으로 상수도의 맨홀 및 지하시설물 DB

를 이용(기존 GIS 및 DB연동)하여,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고 용이하게 탐사 할 수 있는, 맨

홀 및 지하시설물 탐지시스템의 구축

 현장과 GIS가 연동된 과학적인 맨홀 및 지하시설물 탐지와 정보화시스템 개발로 신속하고 

정확한 누수 복구 및 응급조치 지원

 신속한 관망 정보화 구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철저한 이력관리 및 현장 사진, 영상 등의 정보화를 통한 종이도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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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로시설 정보화 비교

 관로시설 정보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되며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8.3-4> 관로정보화 방법 비교

구  분 신규맨홀 기존맨홀 관로청음 경제성 비  고

RFID 정보 표지봉 ○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마커(원형볼) ○ △ △ △ 광주광역시, 관로탐사

자기 마커 ○ △ △ △ LH공사, 관로탐사

관로테이프 × × × 검토제외 관로부설 필수
주) 범례 - ○ : 양호, △ : 보통, × : 불가

3.5.3 관련자료, 법규 및 지침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07. 상하수도협회)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2007. 03. 환경부)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2006. 06. 서울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침(2010. 04. 환경부)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환경부)

3.5.4 추진방안

가. 신뢰할 수 있는 GIS 고도화를 위한 준비

 상하수도관리센터 : 총괄ㆍGIS 입력 확인

⇒ 공정관리, GIS 맨홀 관리번호 연계 및 중복 누락 확인

⇒ 추경확보 및  스마폰 기능을 가진 휴대용 통신기기 지급

 송수관(D300mm이상), 급ㆍ배수관 맨홀, 관로 추진

⇒ 맨홀 현황 조사   

⇒ 사진촬영, 24시간 수압데이터, 영향제수변 조사 이력, 등

⇒ 고유번호 부여 : GIS 도면을 출력하여 맨홀별 고유번호  표기 

⇒ 현장 설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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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도미터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4.1 수도미터 개요

4.1.1 수도미터 측정구조에 따른 비교

수도미터는 측정구조에 따라 습식과 건식 수도미터로 구분할 수 있다. 반적으로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계량용으로 습식 수도미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건식 수도미

터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외국산 제품의 경우 건식 수도미터에 부가적인 장치를 추가하여 원격

검침으로의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8.4-1>  습식 수도미터와 건식 수도미터의 비교 

구   분 습식 건식

측정 방법 ∙유량을 측정하는 기어부와 표시부가 수돗물 
접촉

∙유량을 측정하는 기어부는 수돗물에 접촉
되나 표시부는 비접촉

경 제 성 저가 고가
정 밀 도 높음 보통

특   징

∙제작이 용이하여 가격이 저렴
∙익차 및 기어박스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밀
∙지침부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고장 발생

∙원격전송에 용이하나 고가
∙수도미터가 수돗물과 이격되므로 동파방지에 

용이
∙습식에 비해 정밀도 저하
∙지침부에 이물질 고착 방지

위의 습식 수도미터와 건식 수도미터의 비교에서 보는바와 같이 습식 수도미터는 대부분의 지

자체가 적용하고 있으며, 가격이나 정밀도 측면에서는 건식 수도미터보다 유리하여 원격검침용

으로서는 측정량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근 수

도미터의 동파에 따른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건식 수도미터는 일

본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수도미터로 습식 수도미터에 비해 정밀도, 동파 및 원격전송 등에 

유리하나, 동파시 표시부가 비접촉식이므로 수도미터의 이상유무 확인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습식 수도미터나 건식수도미터 적용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수도미터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도미터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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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측정형식별 비교

 수도미터는 측정형식별로 다양한 종류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본 검토의 목적에 따

라 검침용으로 사용하는 소구경 수도미터 위주로 검토한다.

 검침용으로 사용되는 소구경 수도미터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접선류익차식과 

디지털식, 국내에서의 적용실적은 적으나 유럽과 북미에서 적용실적이 가장 많은 용적식과 

와류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소형수도미터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표 8.4-2> 소형 수도미터의 측정형식 비교

구   분 접선류익차식 디지털식 용적식 와류식

측정 방식

∙접선방향으로 물의 
흐름에 의해 익차가 
회전할 때 익차의 
회전수로부터 유량
을 측정

∙익차의 회전으로부
터 발생된 펄스로부
터 유량을 측정

∙챔버내 반복되는 유
체의 유출입 회수와 
챔버의 용적을 적산
하여 유량을 측정

∙와류 발생체에 의하
여 발생하는 와류의 
주파수로부터 유량
을 측정

불감율 높음 보통 보통 낮음
경제성
(15mm)

저
20,000원

고
60,000원

중
40,000원

중
40,000원

공급 용이성 용이
(다수업체 제작)

용이
(다수업체 제작)

불리
(국내1개사 제작)

불리
(국내1개사 제작)

정
밀
도

15mm 낮음 보통 보통 높음
20mm 낮음 보통 보통 높음
25mm 낮음 우수 우수 보통

특징

∙가장 많이 적용
∙저가
∙저유량시 정밀도 저하
∙직관부 필요
∙국내 공급 용이

∙최근 많이 적용
∙고가
∙저유량시 정밀도 저하
∙직관부 필요
∙국내 공급 용이

∙적용성 떨어짐
∙중가
∙저유량시 정밀도 우수
∙직관부 불필요
∙국내 공급 불리

∙적용성 떨어짐
∙중가
∙저유량시 정밀도 우수
∙직관부 불필요
∙국내 공급 불리

소형 수도미터는 접선류익차식 수도미터는 전송기 부착시 원격전송이 가능하나 정밀도 측면에

서 가장 불리하며, 용적식과 와류식 수도미터는 불감대 즉, 정밀도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국내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에서는 타 기종보다 비싸지만 공급이 용이하고, 정밀도가 우수하며, 최근에 많이 

적용하는 디지털식 수도미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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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배경

원격검침시스템은 가정, 빌딩이나 공장에 설치된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계량값을 검침원의 방

문없이 특정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정기적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으로 부재 중 수용

가의 증가에 따른 검침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검침 누락 예방 및 고지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

며, 용수 사용의 실시간 사용량 분석을 통해 누수 탐지가 가능하여 용수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는 배경을 바탕으로 2002년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로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초기 도입 시 수도미터를 비롯한 통신설비의 적용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실패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 개발 및 개량을 통하여 기술

이 진보되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2.1 도입 효과

 관리의 효율성

  - 원격지에서 검침된 데이터를 통해 관리되므로 신속한 업무관리, 기존 수동검침에 따른 오

류 방지

 인건비 절감

   - 원격지 자동 검침 데이터를 통한 고지서 발행으로 인건비 절감

 방범 효과

  -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검침원 가장 범죄 예방 등

4.1.2 적용 기술

가. 구성 방법

원격검침시스템의 구성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PDA를 이용한 수동검침과 시스템 및 통신

설비를 이용한 자동검침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자동검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요소별 기술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계

획한다.

 수동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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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미터 → 단말기 → PDA 다운(인력) → 중앙관제시스템 데이터 수동 저장 및 분석

 자동검침(원격검침)

 - 수도미터 → 단말기 → 수집기(무선 통신) → 중앙관제시스템 데이터 자동 저장 및 분석

4.1.3 수도검침방법 비교

검침방법에는 수기검침, PDA검침, 이동수단에 의한 검침방법이 있으며, 각 검침별 장단점을 검

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검침을 계획한다.

<표 8.4-3> 수도검침방법 비교

구 분 수기검침 PDA인력검침 원격검침

구성

측정방식 Ÿ 각 수용가를 확인하는 인력검침 Ÿ PDA를 이용한 개별검침 Ÿ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Ÿ  원격검침

특장점

Ÿ 수도미터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 
가능하여, 수도미터이상시 확인
가능 

Ÿ PDA조작이 필요함
Ÿ 수용가의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

도 검침업무 수행
Ÿ 기상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도 수

행가능

Ÿ 수용가의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
도 검침업무 수행

Ÿ 기상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도 수
행가능

Ÿ 업무의 편의성 증대
Ÿ 검침지역이 그룹으로 구성되면 

장비비 및 통신비용이 낮음

단점

Ÿ 개별 수용가의 수도미터를 전부 
확인

Ÿ 수용가의 문이 잠긴 경우 검침업
무 수행이 어려움

Ÿ 기상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 검침
업무 수행이 어려움

Ÿ 디지털 수도미터와 무선 검침기
를 설치하여야 하는 비용 발생

Ÿ 디지털 수도미터와 무선 검침기
+중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비
용 발생

Ÿ 검침지역이 분산될 경우 중계기 
비용이 증대됨

4.1.4 전송처리설비

 원격검침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성과 자체 표준화 방안 

수립 등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용성과 합리성이 검토되었으나, 전송처리설비의 문제로(수

도계량기 설치 현장여건에 따른 데이터 수신, 유무선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 및 전송처리설

비의 관련업체별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표준화 등) 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송처리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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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지에 있는 계량기의 검침량을 취득하여 전송하는 단말기 및 수집기 등 전송기기

  - 전송기기에서 원격지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 전송기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집계하고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검침서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송처리설비 중 전송기기와 검침서버는 관련업체별로 독자적으로 설비를 개발되어 사용중

에 있으므로 표준화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과제용역으로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며, 원격지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에 대하여 검토

한다.

4.3 청주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계획

4.3.1 상수도 검침방법 및 문제점

가. 상수도 검침방법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수도 검침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8.4-4> 국내 상수도 검침방법

구  분 처리 방법

사업소직영 Ÿ 수도사업자 자체 검침인력 운용하여 검침

위탁검침

검침회사위탁 Ÿ 검침전문회사와 검침보수 계약을 하여 검침

관리사무소위탁 Ÿ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수도사업자가 검침
Ÿ 세대별요금과 공동사용료 검침은 관리사무소가 대행

관리전환 Ÿ 주 계량기만 수도사업자가 검침하여 관리사무소에 고지

자체검침 Ÿ 세대별 계량기를 수용가 자체 설치
Ÿ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자체검침 

자가검침 Ÿ 수용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용량을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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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 검침 문제점

 인력에 의한 검침오차로 정확한 사용량 분석이 곤란하고, 물 수요관리 대처에 미흡

 격월 검침시 조정량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 미흡

 계량기 보호함 개폐 곤란으로 검침율 저하 및 사생활 침해

 미검침에 따른 추정 요금부과로 요금 민원 증가

 검침 위탁비용의 증가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한 검침정보화 대응 미흡

4.3.2 원격검침 도입 필요성

현재 상수도 검침방법에 대한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원격검침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2006년 12월부터 개별 지자체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시, 시범사업을 통

한 검증 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4.3.3 청주시 원격검침 설치현황

현재 청주시는 원격검침설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체 검침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검침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4.3.4 스마트 미터링

청주시 수도검침은 총 91,768전 중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검침하는 인력검침 91,768개소

(100.0%)로 인터넷 통신망 및 자가망을 이용한 원격수도검침은 없다. 현재 청주시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의 사업계획에 스마트 미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기술개요

인력 검침용 계량기가 아닌 디지털 수도미터 또는 기존 수도미터를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전

송방식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수용가의 시간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

 일단위 유수율 산정으로 누수사고 취약지점 집중감시, 원격검침 활용

 시간대별 물사용량 파악으로 수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영향 즉시 예측 및 초기 대응 가능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위기상황 알림 서비스(사회안전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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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개요

나. 설치기준

지자체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소구경 수도미터는 수도미터 교체+원격검침기 설치, 대

구경 수도미터는 디지털 이미지방식 원격검침기 설치로 반영

 (검침곤란 지역) 지자체 내 검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악, 도서지역, 출입제한지역 

등을 반영

 (취약계층) 기존 수도요금 감면세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록세대 반영

 (경과년 초과) 기존 수도미터의 경과년이 초과하여 교체를 하여야 하는 수도미터를 금

회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

 (향후 교체계획) 지자체 개발계획 및 대표블록을 선정하여 수도미터 교체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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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별 검토서

 스마트 미터링 형식 비교

<표 8.4-5> 스마트 미터링 형식 비교

구 분 통신사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미터링 지자체 자가망 방식 스마트 미터링

기 술 
개 요

∙디지털 계량기, 디지털 이미지방식의 수도미터
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통신사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서버에 검침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디지털 수도미터에 검침단말기를 연결하여,  
옥외 지시부, 중계기, 집중기를 통해,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방식으로, 
중계기, 집중기 등의 별도 시설이 필요

개요도

제 품 
구 성

수도미터 검침기(예시) 수도미터 중계기·수집기(예시)

설 치
방 식

∙기존 수도미터 교체 →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 서버 구축

∙기존 수도미터 교체 →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 중계기 → 집중기(수집기) → 서버 구축

운 영
방 안

∙서버관리자 등의 유지관리 인력 필요 ∙서버관리자, 중계기 및 집중기 관리자 등의 유
지관리 인력 필요

소 비
전 력

∙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는 배터리 부착방식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소모전력이 증가

∙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는 배터리 부착방식
∙자가망을 이용하는 단순 통신방식으로 저전력 

설계가 가능
전 송
반 경

∙전국망을 이용하여 설치 장소의 제약이 적다. ∙소출력으로 인한 좁은 전송반경
 (도심지 50m, 개활지 200m내외)

사용성
∙통신사(SK, KT, LG) 망을 이용하여야 하여, 

데이터량에 따른 비용 발생
∙중계기, 집중기 등 유지관리 포인트 감소

∙통신비 발생이 없음
∙중계기 및 집중기 등 설치비가 증가하고, 별도 

유지관리 인력 필요

통신
비주1)

∙원격검침 단말기 개소당 통신비 발생
∙Lora : 175원 (VAT별도)
∙NB-IoT : 161~330원 (VAT별도)
∙LTE-M : 550~1,100원 (VAT별도)

 (약정기간, 적용 회선수에 따라 금액변경)

∙집중기 개소당 통신비 발생
∙4800원/월

(적용 전수에 따라 금액변경)

검토
의견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등 IoT 도입 계획 및 설치환경, 설치계획,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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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미터 교체 여부 검토

<표 8.4-6> 수도미터 교체 여부

구 분 디지털 수도미터
(기존 수도미터 교체)

디지털 이미지 전송 방식
(기존 수도미터 미교체)

기술개요
∙기존 수도미터를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하

고, 검침기를 통한 스마트 미터링
∙기존 수도미터를 교체하지 않고, 촬영기를 부

착하여 검침기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전송
하여 스마트 미터링

제품구성

디지털 수도미터(예시) 검침기(예시) 촬영기 IoT발신기(예시)

설치방식

∙기존 수도미터 철거 →디지털 수도미터 설치
→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 서버 구축

∙기존계량기에 촬영기 설치 → IoT발신기 설치 
→ 서버 구축

∙구경별 디지털 수도미터기 설치비 증가 ∙구경별 설치단가 동일(촬영기 동일)

소비전력 ∙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는 배터리 부착방식
∙계량기 보호통 침수시 점검 필요

∙촬영기는 무전원 방식, 발신기에 배터리 부착
∙습기에 의한 배터리 부식이 발생하지 않음

사용성

∙통신사(SK, KT, LG) 망을 이용하여야 하여, 
데이터량에 따른 비용 발생

  → 데이터 저용량
∙별도 인식시스템 불필요

∙통신사(SK, KT, LG) 망을 이용하여야 하여, 
데이터량에 따른 비용 발생

  → 이미지 파일로 데이터 고용량
∙딥러닝 방식으로 인식시스템 안정화

유사실적 ∙다수 ∙IoT방식으로는 실적 없음

순공사비 ∙D15㎜ : 224천원,   · D25㎜ : 264천원
∙D32㎜ : 281천원   · D50㎜ : 414천원 ∙전 관경 동일 : 265천원

검토의견
∙순공사비 비교결과, 수도미터 관경이 D25㎜까지는 디지털 수도미터가 경제적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D32㎜이상 수도미터는 기존 수도미터에 디지털 이

미지 전송방식으로 사업비 반영함 주1)
주1) 스마트 미터링 방식은 지자체 협의후 최종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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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시도

<그림 8.4-2> 설치도 및 설치사진

< 설 치 도 (예시) >

< 설 치 사 진(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