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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상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관리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관로유형을 분류한 후, 국내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유형별 관로상태를 평가하였

다. 지자체별 관로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급수인구밀도(배수관과 급수관 길이당 급수인구)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계측요금수량을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관로를 3단계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한 계측요금수량 기준은 10 ML/km/year, 30 ML/km/year로 설정하였

으며,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Type-I은 33개, Type-II는 54개, Type-III는 74개 지차체로 분류되었다. 조사대상지역(161개 지자체)

의 상수도관로를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대도시 및 계획도시를 나타내는 Type-I의 경우 평균 ILI와 유수율은 각각 4.0%와 

88.9 %로 Type-II, III와 비교하여 관로의 상태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LI가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Type-II로서(10.4), Type-III 

지역 수준의 관로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the leakage occurring in the water supply pipelin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pipeline performance

and set a management goal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n this study, the types of pipelines were classified in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us, and the pipeline performance of each type were evaluated using domestic and overseas performance 

indicators. As an indicator for classifying pipeline types, billed metered consumption that was most correlated with the population density

(water population per length of distribution and service pip) was selected as the types of pipeline classification criterion. The billed 

metered consumption standards for dividing pipelines into three phases were set at 10 ML/km/year and 30 ML/km/year. The 161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classified as Type-I (33 local governments), Type-II (54 local governments), and Type-III (74 local 

governments). The water pipelines in the surveyed area (161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by type and evaluated by ILI and revenue

water rate indicators. The average ILI and revenue water rate of Type-I, which represent large cities and planned cities, are 4.0% and 

88.9%, respectively, which shows that the pipline performance of Type-I is better than Type-II and III. The ILI value of Type-II is the 

highest (10.4), and it is urg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by supporting pipeline improvement projects that are the same as Type-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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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수도관로는 양질의 수돗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설로서 수질, 수압 및 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

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암거형태의 상수도관로 특성을 고려할 때 관의 파손 및 노후화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관의 

굴착 및 시편채취과정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관 내부로 삽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수도관로 평가

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관로 평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상수도관로에서 발생

하는 누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로의 파손 및 누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

요하며, 관로평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상수도관로 평가를 위한 국내 지표로는 유수율(RW %; Revenue Water Rate)이 있으며, 국외 선진국에서는 누수평가지표(ILI; 

Infrastructure Leakage Index), 무수수량 비율(NRW %; Non-Revenue Water Rate)을 사용하고 있다. ILI는 상수도관로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게 되는 누수량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누수량을 분석하기 위해 IWA와 WBI에서 추천한 지표로서 연간 실질손실량

(CARL; Current Annual volume of Real Losses)과 연간 허용손실량(UARL; Unvoidable Annual Real Losses)의 비율로 계산된다[1,2,3].

ILI = 



 (1)

여기서, CARL (Current Annual volume of Real Losses)는 연간 실질손실량으로 상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누수

량(물리적 손실량)을 말하며, UARL (Unvoidable Annual Real Losses)은 연간 허용손실량으로 상수도관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누수량을 의미한다. UARL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최적의 관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배수관, 급수전 등에서 발생

하는 최소 누수량 및 누수건수를 단위보정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

 ×


 ×


×  (2)

여기서, Lm 은 배수관 길이(km), Nc는 급수전수(Connections)(개수), Lp는 급수관 길이(km), P는 시스템 운영압력(mH2O)를 

나타낸다[4].

국내에서는 유수율을 주요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물 공급량에 대한 유수수량의 유량비율(Volume %)

로 표현된다. 다만 수압, 관망노후도, 관종 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수율만으로 관로를 평가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지역별 관로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 여건(재정자립도, 인구밀집도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관로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관로의 유형을 나누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의 

상수도관로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현재 성능평가지표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ILI와 유수율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관로를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선정 및 자료조사

2017년 상수도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의 상수도관로 현황을 조사하였다[5]. 조사자료는 크게 시스템 기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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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료, 물수지 분석자료로 나뉘며 상수도통계에 제시되지 않는 일부 데이터는 상수도시설기준, 기타 국외 관련논문을 바탕으

로 가정해서 입력하였다.

2.2 상수도관로 평가를 위한 관로유형 분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상수도관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상수도관로의 특성에 맞게 관로의 유형을 분리해야 한다. 국내 지

자체의 경우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관로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로관리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로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앞서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로유형을 분류한 후, 관로평

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수도관로 유형을 3단계(Type-I, II, III)로 구분하였다. Type-I에는 관로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

는 특·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와 도시 설계시 관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누수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계획도시가 포함된

다. Type-II의 경우 Type-I에 비해 급수인구수가 적은 중·소도시가 해당되며, Type-III는 농촌이나 산간지역처럼 Type-II보다 인

구밀집도가 낮고 관로관리가 어려운 소도시 및 군 단위 지자체를 나타낸다.

2.3 관로유형 분류를 위한 지표 선정

국내 상수도관로의 운영과정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표인 물공급량 및 사용량, 유수율 등을 이용하여 관로유형을 분류

하기 위하여 각 지표와 인구밀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전국 161개 지자체별 물공급량, 부과계측사용량(계측요금수량), 유

수율, 배수관 및 급수관 길이를 조사하여 배수관과 급수관 길이의 합에 대한 물공급량(ML/km/year), 계측요금수량(ML/km/year) 

및 유수율(%)과 급수인구밀도(명/km)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4 상수도관로 평가

상수도관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로서 ILI (Infrastructure Leakage Index, 누수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각 지자체별로 산정된 

ILI값을 바탕으로 WBI (World Bank Institute)의 ILI Guidelines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상수도관로 관리 여건과 ILI값을 고려한 관

로 개선방향 지침을 참고로 하여 평가기준을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6]. 앞서 분류된 관로유형(Type-I, II, III)별로 조사대상지

역을 나누어 관로를 평가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로상태를 A∼D 등급으로 나누어 관로관리 대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Table 1. Guidelines for setting a target ILI

ILI range
Band

Level of 

leakage 
Methods of pipeline improvement

Type-I Type-II Type-III

Less than 2 Less than 3 Less than 4 A Very low
Additional loss reduction may be unnecessary if it water resources is 

not insufficient.

2∼4 3∼6 4∼8 B Low
Pressure management is effective leakage reduction program rather 

than pipe repair, rehabilitation and replacement

4∼8 6∼12 8∼16 C High Active leakage control is required for water loss reduction

8 or more 12 or more 16 or more D Very high Leakage reduction programs will be start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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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관로유형 분류를 위한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배수관 및 급수관 길이의 합에 대한 급수인구(명/km)로 표현된 인구밀도와 물공급량, 계측요금수량, 유수율의 상관관계에 대

한 그래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인구밀도와 물공급량 및 계측요금수량의 상관계수(R²)는 각각 0.9573, 0.9767로서 상당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인구밀도와 유수율의 상관계수는 0.3708로서 유수율은 물공급량과 계측요금수량에 비해 인구밀도와 상관

성이 낮으므로 관로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구밀도와 가장 상관

성이 높은 계측요금수량을 관로유형 분류기준으로 선택하였다.

Fig. 1. The relationship of water supply population and water supply volume

Fig. 2. The relationship of water supply population and billed metere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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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onship of water supply population and revenue water rate

3.2 관로평가를 위한 관로유형 분류

관로유형을 3단계로 분류하기 위한 배수관 및 급수관 길이당 계측요금수량(ML/km/year) 기준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계측

요금수량 전국 평균은 27.93 ML/km/year이며 Type-I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대도시 및 계획도시 중 C 도시

의 계측요금수량이 30.40 ML/km/year으로 가장 작다. 이를 감안하여 Type-I의 계측요금수량 기준을 30 ML/km/year 이상으로 하

였으며, 33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 128개 지자체를 Type-II, III로 분류하기 위하여 계측요금수량 기준을 10 ML/km/year

로 설정하였으며, Type-II는 54개, Type-III는 74개 지자체로 분류하였다.

Table 2. Classifying type of pipeline using billed metered consumption

Billed Metered Consumption (ML/km/year) Type Region

30 or more I 33

10 ∼ 30 II 54

Less than 10 III 74

3.3 성능평가지표를 활용한 관로상태 평가

Type-I의 관로상태가 우수한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1개,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로개선이 필요한 C등급과 D등급

은 각각 15개, 10개 지역으로 Type-I 지자체의 역량 대비 누수 저감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폭넓은 

누수저감활동이 필요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ype-II의 관로상태가 우수한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3개, 15개 지역

이며, 관로개선이 필요한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24개, 12개 지역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능동적인 누수제어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III의 A등급은 21개, B등급은 30개, C등급은 21개, D등급은 2개 지역으로 Type-I, II 지역에 비해 관로평

가등급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ype-III 지역의 관로상태가 실제로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로평가등급 기

준을 다른 유형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관로정비를 위해 국비가 대규모

로 투입되는 사업이 대부분 낙후된 소도시, 군단위 지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Type-III 지역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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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다 정확한 관로조사 및 연구를 통해 ILI 기준 관로평가등급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4. ILI values for 33 water supply system (Type-I)

Fig. 5. ILI values for 54 water supply system (Type-II)

Fig. 6. ILI values for 74 water supply system (Type-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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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및 계획도시를 나타내는 Type-I의 경우 평균 유수율 및 ILI가 각각 88.9%와 4.0으로 Type-II, III와 비교하여 상수도관

로 상태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ype-II의 경우 Type-III와 비교하여 유수율은 높지만 실제 관로상태를 나타내는 

ILI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Type-II 지역이 Type-III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수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누수

량은 많은데 비해 관로관리수준은 Type-III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Type-III 지

역을 중심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고 국비지원도 되지 않는 Type-II 지역의 상수도관로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able 3. Revenue water rate & ILI for Type-I, II, III

Type-I Type-II Type-III Total

Revenue water rate 

(%)

Range 72.1~95.9 45.9~91.2 43.7~90.9 43.7~95.9

Average 88.9 74.9 66.8 85.2

ILI
Range 0.9~31.3 2.1~27.1 1.4~18.6 0.9~31.3

Average 4.0 10.4 5.9 6.1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상수도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관로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국내외 평가지

표를 기반을 각 유형별 상수도관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로 유형을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급수인구밀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계측요금수량을 관로유형 분류기준으로 선

택하였다.

2. Type-I은 인구밀도가 높고 재정자립도도 우수하여 체계적인 관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대도시, 계획도시 및 이와 유사한 지자

체로서 계측요금수량이 30 ML/km/year 이상인 33개 지자체가 Type-I에 포함되었다. Type-II와 Type-III는 계측요금수량 10 

ML/km/year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며 Type-II는 54개, Type-III는 74개 지차체로 분류되었다.

3. 각 유형별 평가결과, Type-I의 평균 ILI와 유수율이 각각 4.0%와 88.9%로 Type-II, III와 비교하여 관로의 상태가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국내 평가지표인 유수율 기준으로 판단시 Type-II가 Type-III 보다 상수도관로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LI값은 

Type-II가 10.4로서 전체 유형중 가장 높은값을 나타내어 관망개선작업을 통해 상당한 누수저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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