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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도시설 비상연계계획

1.0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계획

1.1 개요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의 용량 확충, 송·배수방식의 일시적 전환 및 송·배수

시설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청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공급계통인 정수장의 이상에 따른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간 연계방안과 배수계통사고에 따

른 비상급수체계를 검토하였다.

1.2 사고 시나리오 모식도

1.2.1 연계가능량 및 최소 필요량 산정 기준

 취·정수장시설의 연계가능량(㎥/일) :

- 취·정수시설은 수도시설의 기본시설로 일정한 예비능력을 확보하므로써 시설개량이나 사고

시에도 기존 급수구역에 안정적인 계획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2019년 기준 전국 취수장의 가동률은 62.4%, 정수장의 가동률은 75.3%로 각 지자체별 취·정

수시설별로 여유있는 예비능력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비상시 공급가능한 연계가능량을 산정

 배수지시설의 연계가능량(㎥/일) :

- 지자체별 배수지의 시설용량에서 급수구역에 공급하는 일평균급수량을 제외한 여유량을 활

용하여 인근 수도시설에 비상시 공급가능한 연계가능량 산정

* 배수지 급수량 실적 규모에 맞게 정수장 시설용량을 배분하여 적용

 수수측 최소필요량(㎥/일) : 일평균급수량의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표1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

상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비상시 지방상수도가 확보해야 하는 식·용수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수수측 최소필요량은 일평균급수량의 30%로 산정

* 비상시 지방상수도가 확보해야하는 식·용수 공급능력 고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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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사고 시나리오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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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수장간 비상관로 연계

<그림 3.1-2> 정수장간 비상연계 계획평면도

<표 3.1-1> 단계별 정수장간 비상관로 연계 시설계획

구분
관로제원 공사비

(백만원) 비고
관경(mm) 연장(m)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29,212 12,212 - 17,000 - 43,871

지북~광역비상연계 1100 6,480 6,480 - - - 21,266

지북~가덕비상연계 450 5,732 5,732 - - - 5,464

청주~진천비상연계 500 17,000 - - 17,000 - 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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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지북(통합)정수장 ~ 청주광역정수장 연계방안

청주시의 지방상수도 시설인 지북정수장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시설인 청주광역 정수장의 비상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북정수장 비상시 청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

다.

전면단수는 정수장 송수펌프시설의 가동중단이나 정수장 시점 송수관로의 파손 및 도수관로 이

상 등 주공급계통의 이상에 따라 발생되나 정수장 및 송수펌프시설의 경우 계열화에 따른 운전

과 예비시설 확보로 수질사고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시설의 가동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현재 지북 지방상수도 정수장과 수자원공사 광역정수장인 청주광역정수장에서 용수를 

분산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상급수계획은 지북정수장과 청주광역정수장의 용수공

급을 기준으로 검토 계획하였다.

청주시는 상기 2개의 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을시 청주시 전역에 대한 전면단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계량은 91.7천㎥/일로 지북정수장의 73.4%, 청주광역정수장의 22.8%

까지 양방향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3.1-2> 지북정수장 ~ 청주광역정수장 비상연계 시설계획

구    분 청주광역정수장 지북정수장 비  고

시설용량(㎥/일) 403,000 125,000

연 계 점 정수지 정수지

연계지점
수두(m)

H.W.L(+) 94.0 72.35 (137.35) (   )는 가압시

L.W.L(+) 88.0 67.55 (132.55) (   )는 가압시

연계량(㎥/일) 91,700 양방향 연계

비상연계시설 D1,100mm, L=6.5km
가압장 : Q=91.7천㎥/일, H=50.0m

가압장 여부 청주광역정수장 → 지북정수장 : 자연유하
지북정수장 → 청주광역정수장 : 가압필요



3-5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그림 3.1-3> 정수장간 비상연계 계획평면도

1.3.2 지북(통합)정수장 ~ 가덕송수관로 연계

청주시의 남쪽에 위치한 남이급수계통(남이면, 현도면, 문의면, 남일면, 가덕면)은 대청댐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아 남이배수지, 문동배수지, 가덕(노동)배수지를 이용하여 급수구역 내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동쪽에 위치한 낭성면 및 미원면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장래 지북

정수장 급수계통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남이급수계통 급수구역은 대

청댐 광역송수관로 관망구성상 단일관로를 통한 급수지역으로 광역송수관로 단수사고시 대체공

급원이 없어 전면 단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남이급수계통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북

정수장에서 금천배수지로의 송수관로 D1,100mm에서 신설송수관 D450mm를 매설하여 가덕

(노동)배수지로의 송수관로와 연결하는 비상연계를 계획하였다. 비상연계량은 남이급수계통의 

일최대 비상급수량 8,220㎥/일의 비상 단수시를 기준으로 65%을 적용하여 5,330㎥/일로 계획

하였으며, 수리적 안정성 검토결과 이송시 수두확보를 위해 가압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연계관로 말단에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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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지북정수장 ~ 가덕 송수관로 비상 연계량

구   분 계획 단수시 비상 단수시 비  고

단수시간(hr) 32 32

단수시간내 공급량(%) 56 65

일최대 공급량(㎥/일) 6,105

비상급수 공급량(㎥/일) 3,418 3,968

<표 3.1-4> 지북정수장 ~ 가덕 송수관로 연계 시설계획

구   분 시   설   계   획 비   고

관  로 비상연계관로 D450mm, L=5,732m

가압장 Q=3,968㎥/일, H=65.0m

<그림 3.1-4> 지북정수장 ~ 가덕 송수관로 비상연계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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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청주시 ~ 진천군 연계

충북내륙지역 용수부족에 따라 용수공급 안정화 방안으로 진천에서 청주시로 비상연계계획을 
반영하였다.

가. 지방상수도(진천군⇨청주시) 비상연계 계획

충북 내륙지역은 용수량 부족에 따라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비상시 용수공급을 고려 진천군에서 청주시로 비상연계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송수관로 비상연

계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가 필요하다.

 충주댐광역 공급지역(진천군)과 대청댐 광역 공급지역(청주시)의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한다.

 용수사용 급증, 자연재해, 비상상황에 따른 단수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이

며 체계적인 비상 공급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3.1-5> 계획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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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창리사거리에서 진천군사거리까지의 17km에 대한 금회 비상연계계획을 반영하였다.

<표 3.1-5> 청주시 ~ 진천군 비상연계 계획  

단계 시점 종점 관로제원

1단계 청주시내1길 진천군청 사거리 ·D500mm, L=17,000m

일신배수지 송수관로 분기 진천배수지 송수관로 Q=16,000㎥/일, H=70m

진천 → 청주 : 가압필요

청주시 오창(일신), 내수, 형동(세교) 배수지 급수구역의 용수수요량 16,000㎥/일에 대해 비상
연계하도록 계획하였다.

<표 3.1-6> 비상연계 급수지역

청주시
비고

행정구역 배수지

오창읍, 내수읍, 북이면 일부
-오창(일신) 배수지 V=6,000㎥
-세교배수지 V=2,000㎥
-내수배수지 V=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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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

2.1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의한 급수구역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전용공업용수

도에 의해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청주시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1개소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1개소

로 분류하였다. 청주시의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는 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 비상연계계획과 같다.

2.2 급수분구간 비상공급체계

급수분구간의 비상연계체계 구축은 특정 분구에서의 배수지 사고 시 인접 배수분구에서의 비상용수

공급으로 특정지역, 특히 분구 경계 인근에 위치한 급수처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배수간선을 이용

한 비상연계이므로 수압적, 수량적 측면에서 완전한 비상연계는 아니지만 피해의 최소화 측면에서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분구간 비상연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2-1> 급수분구간 비상연계 계획
구   분 비상용수 공급방안 비    고

지  북
정수장

금  천
급수분구 ∙ 인근 율량 및 지북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율  량
급수분구 ∙ 인근 금천 및 개신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산단~테크노 신설

지  북
급수분구 ∙ 인근 금천 및 개신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지북~개신 신설

동  남
급수분구 ∙ 인근 금천 및 지북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금천~지북 신설

청  주
광  역
정수장

가  경
급수분구 ∙ 인근 개신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가경~개신 신설

개  신
급수분구 ∙ 인근 가경 및 율량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율량~개신 신설

송  정
급수분구 ∙ 인근 송정2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공업용수

송정2
급수분구 ∙ 인근 송정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공업용수

남이
급수분구 ∙ 인근 현도급수분구 제수변을 개방 용수공급 남이~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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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급수분구별 비상연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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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단계별 급수분구 비상관로 연계 시설계획

구분

관로제원
공사비
(백만원) 비고

관경(mm) 연장(m)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7,750 4,610 2,950 190 - 　5,950

청주일반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급수연계
400 1,600 1,600 - - - 1,244

율량~개신 급수연계 600 1,350 -　 1,350 - - 1,350

가경~개신 급수연계 500 1,230 1,230 -　 - - 1,088

지북~개신 급수연계 300 1,600 -　 1,600 - - 1,024

금천~지북 급수연계 200 190 -　 -　 190 - 104

남이~현도 급수연계 300 1,780 1,780 - -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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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급수분구별 비상연계 연결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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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급수분구별 비상연계 연결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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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율량급수분구

율량배수지 사고 시 인접 개신 및 금천급수분구에서의 배수간선을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

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

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8> 율량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9> 율량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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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신급수분구

개신배수지 사고 시 인접 가경 및 율량급수분구에서의 배수간선을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
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
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10> 개신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11> 개신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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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가경급수분구

가경배수지 사고 시 인접 개신급수분구에서의 배수간선을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2> 가경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13> 가경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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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북급수분구

지북배수지 사고 시 인접 개신 및 금천급수분구에서의 배수간선을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

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

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4> 지북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15> 지북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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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금천급수분구

금천배수지 사고 시 인접 율량 및 지북급수분구에서의 배수간선을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
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
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16> 금천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17> 금천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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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남이급수분구

남이배수지 사고 시 현도산단배수지의 비상연계관로를 신설하여 이를 이용한 비상용수공급을 
하는 것으로 관망 검토 결과, 밸브 조작으로 급수분구와 인접한 일정지역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18> 남이급수분구 급수현황

<그림 3.1-19> 남이급수분구 비상급수시 급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