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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상수도관로의 상태를 조사하여 개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관망진단 

매뉴얼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표준화된 관로 평가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뉴얼과 유지관리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초조사 및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로 평가를 위하여 

관로 및 관리주체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단위를 구분하였다. 기초조사 항목은 9개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AHP 분석을 통해 가중

치를 설정하였다. 조사항목 중 연간 km 당 누수건수(0.22)와 매설년도(0.15)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과 조건값을 설정한 후 가중치와 조건값을 바탕으로 조사단위별 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개량 여부 또는 추가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n accurate pipeline basic survey is requir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water supply pipeline and to make a decision 

about rehabilitation.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iability of the existing pipe network diagnosis manual, standardized pipeline 

evaluation and decision making have not been achieved. In this study, the basic research and decision making method for objectively 

diagnosing the condition of pipelines were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manual, maintenance cases and expert advice. In order 

to pipeline evaluation, survey units were divided based on basic information of pipelines and managers. 9 basic survey items were 

selected and weight factor were set through AHP analysis for each item. The number of leaks per km per year (0.22) and the period of 

use (0.15) have a high weight factor. After setting the survey criteria and score   for each survey unit, based on the weight factor and 

score, the total scores were calculated for each survey unit to propose a decision making method for rehabilitation or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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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상수도관로 기초조사의 필요성

상수도관로 기초조사는 상수도관로의 내부 및 외부의 상태를 조사하여 상태에 따라 세척·교체·갱생 등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수행된다. 종래에는 상수도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육안이나 장비를 이용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의 내

구연수가 경과하면 관 자체의 성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 유지관리의 전부였다. 이러한 방법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수도관로까지 교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비경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상수도관로의 객관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

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상수도관로를 성능을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시설물 유

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수도관로의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로 시편을 채취하여 관의 부식상태, 균열여

부, 도장재의 박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약 209,034 km 매설된 상수도관로 전체에 대하여 주기적

인 시편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서면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략적인 관로상태를 파악한 후, 노후도가 심각할 것으로 추측되는 관로에 대해서만 내시경 등 비파괴 장

비를 통한 검사 또는 시편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상수도관로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의 경우, 10가지 간접평가인자를 제시하

고 있으나, 각 평가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1]. 또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로의 상

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상수도관로 기초조사의 주요 고려사항

상수도관로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국내외 법률 및 기준을 검토하고 이전 연구를 통해 수립된 다양한 매뉴얼 및 지침을 바탕으

로 수행한 관로 기초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기

초조사 방안 수립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기초조사를 위한 상수도관로 조사단위 설정 : 상수도관로의 기본적인 특징(매설연도, 관경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위를 설정

한 후 각 단위별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추후 D/B 구축이 용이하다.

- 기초조사 진행시 조사항목에 따른 단계별 수행전략 수립 : 노후 상수도관로에 대한 평가항목, 조건값, 가중치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초조사 항목별로 수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기초조사 주요절차

상수도관로 기초조사시 상수도관로를 대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로의 노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축적되는 자료를 D/B화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관

리주체가 조사항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노후 상수도관로에 대한 평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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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사구역 및 조사방법 설정

상수도관로의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구역 및 방법을 설정하고, 상세한 관로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관로 및 관리주체의 기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상수도관로의 기본정보란 상수도관로 및 상수도관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에 대한 정보로서 관로 기본정보는 추후 조사단위 설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관로 기본정보는 사용목적(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매설년도, 관종, 관경이며, 각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Fig. 1의 예시와 같이 조사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Fig. 1. Seperation of survey units according to basic information of pipeline

2.2 상수도관로 기초조사 수행

상수도관로의 기초조사의 주요 목적은 상수도관로의 상태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로 조사를 진행하여 관로의 노후도

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 및 상수도(운영&관리)관련 기술자의 의견 등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서비스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관로 구간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초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단위별 노

후상태 등을 점수화함으로써 각 구간별 비파괴 검사 및 시편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와 개량방안 설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누수, 수질 및 관 내부 부식성, 수량·수압, 유지관리 등 상수도관로의 개략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을 선정하여 각 조건에 대한 기초정보 조사항목(9개)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상수도관로 기초조사 항목 선정 및 가중치 설정

상수도관로의 기초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설정하였다. 9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쌍대

비교 응답값을 기초로 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중치 설정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기초조사 항목은 구조적 안정

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항목간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

는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하여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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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s of  Survey Items

No. 대분류 소분류 가중치

1

누수

연간 km 당 누수건수(건/km·year) 0.22

2 관경별 누수발생 가능성(mm) 0.09

3 관 매설년수(년) 0.15

4 전식 가능성(무차원) 0.09

5 주변도로 현황(무차원) 0.06

6 관 외면 피복(무차원) 0.10

7 수질 및 관 내부 부식성 관 내면 피복(무차원) 0.12

8 수량·수압 수량·수압 관련 민원 건수(건수/년/km) 0.09

9 유지관리 관 이력정보 0.08

4. 상수도관로 기초조사 항목별 조건값 설정

각 조사항목별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값을 설정해야 앞서 정리한 가중치와 연계하여 기초조사 결과를 점수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값을 설정하였다.

4.1 연간 km 당 누수건수

연간 km 당 누수건수를 구분하는 조건(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ILI (Infrastructure Leakage Index, 누수평가지표)를 활용하

였다.

ILI = 



 (1)

CARL (Current Annual volume of Real Losses, 연간 실질손실량)은 상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제누수량(물리

적 손실량)을 말하며, 물수지 분석을 통해 산출 가능하다. UARL (Unvoidable Annual Real Losses, 연간 허용손실량)은 상수도관

로가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최소 누수량을 의미한다[2]. 

UARL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최소 누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

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실제 관로 유지관리 사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수관과 급수전, 급수관에

서 발생하는 최소 누수량 및 누수건수를 단위보정하여 UARL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 × ×  (2)

여기서, Lm 은 배수관 길이(km), Nc는 급수전수(Connections)(개수), Lp는 급수관 길이(km)를 나타낸다.

WBI (World Bank Institute)의 ILI Guidelines에서 제시하는 상수도관로의 최적의 관리상태(ILI = 1.0 내외)인 경우의 배수관 및 

급수전에서의 누수발생건수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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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leaks occurring in distribution pipe and service connection in optimal management

구분 지하누수 신고누수 전체누수(배경누수 제외)

배수관 0.124건/km·year 0.006건/km·year 0.130건/km·year

급수전 2.25건/1,000 conn.·year 0.75건/1,000 conn.·year 3건/1,000 conn.·year

국내 상수도관로의 경우에는 관망 구조 특성상 배수관에서의 누수발생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누수

건수와 급수전에서 발생하는 누수건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수관 km당 급수전수가 약 68개(7,902,485 Conn./115,726 km)인 

것을 고려했을 때 ILI가 1.0일 경우에 해당하는 연간 km 당 누수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누수건수 + 급수전에서 발생하는 누수건수 = 0.130건/km/year + (3건/1,000 conn./year × 68 

Connections/km) = 0.334건/km/year

WBI의 ILI Guidelines에서 제시하는 ILI 범위별 상수도관로 상태(선진국 기준)와 앞서 산정한 ILI와 연간 km 당 누수건수를 정

리하여 연간 km 당 누수건수에 대한 상황별 조건값 Table 3에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3. Score of leakages (number/km/year)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ILI 범위 Band 상수도관로 상태 연간 km 당 누수건수

연간 km당 

누수건수

(건/km/year)

0.22

2 미만 A 상태 매우 좋음(양호) 0.67건/km/year 미만 100

2 이상  4 미만 B 압력관리 등 약간의 누수관리가 필요함 0.67건/km/year 이상, 1.34건/km/year 미만 67

4 이상  8 미만 C 누수관리가 필요함 1.34건/km/year 이상, 2.67건/km/year 미만 33

8 이상 D 강도 높은 누수관리가 필요함 2.67건/km/year 이상 또는 불명확한 경우 0

4.2 관종별 누수발생 가능성

상수도관로에 적용되는 관종은 크게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되며, 각 관종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금속관의 경우 상

대적으로 품질이 균일하고 강도가 강하며, 비금속관은 연성관이 대부분으로 강도는 약하나 연성과 내부식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 관종별 구축 현황과 누수건수를 상수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Table 4에 정리하였다. 관종별 조건값은 Table 3의 누수건

수-관로 상태 평가내용과 연계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4. ILI range – Water pipeline condition and leakage

강관 주철관 덕타일주철관 PVC관 PE관 내충격수도관 흄관 아연도강관 동관 스테인레스 기타

연간 누수건수 6,142 2,506 4,825 18,206 29,626 13,396 54 3,349 915 26,810 35,901

설치현황(km) 20,720 2,158 3,024 8,872 8,166 911 23 832 293 24,861 13,858

건/km/year 0.30 1.16 1.60 2.05 3.63 14.70 2.35 4.03 3.12 1.08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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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ore of pipe material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관종 연간 km 당 누수건수

관종별 누수발생 

가능성(무차원)
0.09

강관 0.67건/km/year 미만 100

주철관, 스테인레스관 0.67건/km/year 이상, 1.34건/km/year 미만 67

덕타일주철관, PVC관, 흄관 1.34건/km/year 이상, 2.67건/km/year 미만 33

PE관, 내충격수도관, 아연도강관, 동관 2.67건/km/year 이상 또는 불명확한 경우 0

4.3 관 매설년수

매설년수는 모든 SOC 시설물의 노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수도관로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

조(감가상각의 방법) ‘별표 2-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 관종별 법정내용연수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3]. 주철관, 강관(스

테인리스강관 포함)과 같은 금속관의 경우 법정내용연수가 30년이며, PVC관, PE관과 같은 비금속관은 법정내용연수가 20년이

므로 이를 기준으로 금속관과 비금속관에 대한 관로상태를 추정하고 관종별 조사내용을 3단계로 구성하였다. 법정내용연수가 

도래하거나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관로 상태에 일부 이상이 있거나 개량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측, 추정하여 Table 6과 같

이 설치 초기 상수도관로와는 조건값(점수)을 차등 적용하였다.

Table 6. Score of period of use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관종 상수도관로 상태(추정) 조사내용

관 매설년수

(년)
0.15

금속관

관로 상태 양호 0년(신설)~15년(법정내용연수 30년÷2) 미만 100

관로 일부 이상, 상태 점검 필요 15년 이상 30년(법정내용연수) 미만 50

관로 이상, 상태 점검 및 개량 조치 필요 30년 이상(법정내용연수 초과) 0

비금속관

관로 상태 양호 0년(신설)~10년(법정내용연수 20년÷2) 미만 100

관로 일부 이상, 상태 점검 필요 10년 이상 20년(법정내용연수) 미만 50

관로 이상, 상태 점검 및 개량 조치 필요 20년 이상(법정내용연수 초과) 0

4.4 전식 가능성 

금속관의 파손 및 누수의 주요 원인이 부식이며, 부식은 크게 자연부식과 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식(전기분해부식)은 직류

전기철도의 누설전류 및 전기방식설비의 방식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식이다. 매설된 상수도관로(금속관) 중심의 전식방지 

방법에는 외부전원법, 선택배류법, 강제배류법, 이음부의 절연화, 차단(차폐물 설치) 등이 있다[4].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지상 또는 주변으로 철도, 변전소 등의 전기 관련 시설물 존재하는 경우 상수도관로에 대한 전식 등의 가능성 있음

으로 판단한다. 전식 등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매설관의 지상 또는 주변으로 철도, 변전소 등의 전기 관련 시설물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매설된 상수도관로가 비금속관인 경우이다. 전식 가능성 판단결과에 대한 조건값을 설정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Score of electrolytic corrosion probability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전식 가능성

(무차원)
0.09

전식 가능성 없음 100

전식 가능성이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등 전식방지방법을 적용한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 50

전식 등의 가능성이 있고, 방지시설 설치 등 전식방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0



이현동 · 공명식 / 상수도관로 기초조사 및 의사결정 방안 제시 ∙ 43

4.5 주변도로 현황

상수도관로는 상부의 주변도로의 교통량, 교통에 따른 하중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한 관 내구성 약화 등의 가능성이 있

다. 국내 도로를 규모 및 관리주체, 활용목적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도, 비포장도로, 이면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산

업도로로 분류하고 있다. 도로교통량조사(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2015~2017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

도의 일평균교통량을 연도별, 차종별로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5].

Table 8. Average daily traffic volume by road type and vehicle type

도로종류 차종구분 교통량(대/일) 구성비(%) 도로종류 차종구분 교통량(대/일) 구성비(%)

고속국도

계 48,815 100.0

국가지원 

지방도

계 8,264 100.0

승용차 33,906 69.4 승용차 5,685 69.6

버스 1,530 3.1 버스 233 2.8

화물차 13,379 27.4 화물차 2,277 27.6

일반국도

계 12,430 100.0

지방도

계 5,280 100.0

승용차 9,382 75.5 승용차 3,687 69.8

버스 258 2.1 버스 151 2.9

화물차 2,789 22.4 화물차 1,442 27.3

Table 9. Score of road type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도로 분류 도로 교통량 수준(또는 차량 중량 수준)

관 매설 

주변도로 현황

(무차원)

0.06

주변도로 없음 또는 인도, 비포장도로, 이면도로 등 교통량 적음 100

일반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교통량 보통 50

고속도로(고속국도, 고속화도로 등), 산업도로 등 교통량 많음(또는 고중량 차량 교통량 비율 높음) 0

모든 도로에서 이용하는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차)의 구성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량 중량수준으로 도로를 구

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도로별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 비해 고속국도의 일평균교통량이 약 4~10배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 도로분류기

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중량 차량의 비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도로의 경우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 비포장도로, 이면도로의 경우 지방도 또는 일반국

도의 교통량 수준 이하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매설관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량 또는 차량 중량 수

준에 따라 도로를 크게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별 조건값을 설정하였다.

4.6 관 외면 피복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상수도관로(금속관, 비금속관)의 외면 피복 여부 및 외면 피복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Table 10

과 같다.

금속관은 파손 및 누수의 주요 원인이 부식이므로 조사 대상 구간이 외면 피복이 되어 있는 금속관인 경우에는 외면 부식 가능

성이 작다고 판단하였으며, 외면 피복이 없는 금속관인 경우에는 외면 부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비금속관은 재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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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외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종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금속관인 경우에 외면 피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매

설된 관이 외면 피복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외면 피복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하여 조건값을 설정하였다.

Table 10. Comparison of exterior and inner coating materials by age of domestic water supply pipe (metal type)

관종 연대 구분
외면 피복

(외부도장재)

내면 피복 

(내부도장재)
비고

강관(도복장강관, Wraped Steel Pipe, WSP)

1970년대 이전 콜타르에나멜
콜타르 

에나멜
-

1970년대~

1980년대

콜타르에나멜,

아스팔트

콜타르 

에나멜
-

1980년대~

1990년대 후반
콜타르에나멜 에폭시 -

2000년 이후~

현재

콜타르에나멜,

폴리에틸렌
에폭시

2000년 이후 폴리에틸렌 피복이 

전체 외면 피복의 80% 이상을 차지

회주철관(Cast Iron Pipe, CIP)
1953년~1970년

(국내사용기간)
역청계 도료

내면 피복 

없음
제품 생산시 외면을 역청계 도료로 

코팅, 지중 매설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분해되어 방식기능 소멸

무라이닝 덕타일주철관

(Ductile Cast Iron Pipe, DCIP)

1968년~1982년

(국내사용기간)
역청계 도료

내면 피복 

없음

시멘트모르터라이닝 덕타일주철관 (Cement 

Mortar Lining Ductile Cast Iron Pipe, CML-DCIP)

1982년~현재

(국내사용기간)
역청계 도료

시멘트 

모르터

4.7 관 내면 피복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상수도관로(금속관, 비금속관)의 내면 피복 여부 및 내면 피복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면 피복과 같

이 Table 11에 정리하였다. 내면 피복에 대한 조건값은 외면 피복과 동일하게 피복이 있는 경우(또는 피복이 필요없는 경우), 피복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복이 필요하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단, 관 내면 피복재 중 하나인 콜타르에나멜의 경

우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인하여 1995년부터 상수도관로 내부 도장용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수질 악화를 고려하

여 조건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1. Score of exterior coating materials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관 외면 피복

(무차원)
0.10

금속관의 경우 외면 피복 있음 또는 비금속관인 경우 100

불명확한 경우 50

금속관의 경우 외면 피복 없음 0

Table 12. Score of inner coating materials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관 내면 피복

(무차원)
0.12

금속관의 경우 내면 피복 있음 또는 비금속관인 경우 1

불명확한 경우 0.5

금속관의 경우 내면 피복이 콜타르에나멜인 경우 또는 내면 피복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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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량· 수압 관련 민원 건수

최근 5년간 상수도통계(환경부, 2013~2017)의 수량 및 수압 관련 민원 건수 데이터(출수불량 민원, 과수압 민원, 단수 민원, 누

수 민원)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조사 항목의 내용을 구성하였다[6].

- 수도사업자 : ‘지자체’기준(상수도통계상에서 수도사업자는 ‘수공(한국수자원공사)’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져 있으나 수공은 민원 조사 내용이 없고 지자체의 민원 조사 내용은 존재하여 지자체의 민원 조사 내용을 활용함.)

- 수량·수압 관련 민원건수 : 출수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민원 건수의 합

- 조사항목 : 연간 상수도관로 km당 수량ㆍ수압 관련 민원 건수

Table 13. Number of quantity and pressure complaints (2013~2017)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상수도관로 연장(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 (km) 180,687.95 185,709.22 192,288.04 198,594.38 209,033.57

수량·수압 관련민원건수(건수) 223,604 188,613 203,146 203,296 164,881

연간 상수도관로 km당 수량·수압 관련 민원건수(건/km·year) 1.24 1.02 1.06 1.02 0.79

연간 상수도관로 km당 수량·수압 관련 민원건수(건/km·year) 최근 5년간의 평균값은 1.14건/km·year이며 이를 기준으로 ‘수

량·수압-연간 수량·수압 관련 민원 건수’ 조사항목의 조건 및 조건값을 설정하였다.

- 1.02건/km·year ÷ 2 = 0.51건/km·year

- 1.02건/km·year × 2 = 2.04건/km·year

Table 14. Score of quantity and pressure complaints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수량·수압 관련 민원 건수

 (건/km·year)
0.09

민원 0.51건/km·year 미만 100

민원 0.51건/km·year 이상 2.04건/km·year 미만 또는 불명확한 경우 50

민원 2.04건/km·year 이상 0

4.9 관 이력정보

상수도관로의 생산, 매설, 유지관리(점검, 보수, 세척 등) 등에 대한 이력정보는 상수도관로의 상태 및 성능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상수도관로 이력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상수도관로의 성능 유지 및 향상

을 위한 유지관리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수도관로 이력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매

설관 이력정보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유지관리가 보통수준이며, 매설관 이력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

다고 판단하여 조건값을 Table 15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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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core of maintenance data of buried pipeline

조사항목 가중치 조건 구분 조건값

매설관 이력정보

(무차원)
0.08

유지관리에 용이한 매설관 이력정보가 최근 10년 이상 존재 100

매설관 이력정보가 부실하거나 최근 10년 미만 존재 50

매설관 이력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0

5. 종합점수 산정 및 의사결정 방안

상수도관로 개량 의사결정은 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관의 개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판단하는 것

으로, 기초조사 수행’결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기초조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관로의 노후도를 

종합점수로 평가하여 개량 의사결정(양호, 갱생, 교체, 시편 분석 및 내시경 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 조사단위별 종합점수는 아래

의 공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i 는 조사단위, TPli은 조사단위별 종합점수, n = 조사항목 개수(9개), IPki는 조사단위별 항목점수를 나타낸다. 조사항

목은 앞서 제시한 9개 기초조사 항목을 의미하며, 추가조사항목을 설정할 경우 n값은 늘어날 수 있다. 조사단위별 항목점수는 각 

조사항목의 가중치와 조건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사단위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Table 16과 같이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항목 설정 및 AHP 가중치 분석

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추후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Table 16. Total point caculation and decision making

종합점수 관로상태 등급 의사결정

75점 이상 좋음 A 현 상태 유지

50점~75점 보통 B 내시경 검사 또는 시편분석 필요

25점~50점 나쁨 C 갱생

25점 미만 매우나쁨 D 교체

6. 결  론

기존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과 상수도 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연구사례 등을 분석하여 내시경 검사 및 시편분석 

없이 상수도관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초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로 및 관리주체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구역 내 상수도관로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조사단위를 구분하였다.

기초조사 항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9개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조사항목 중 연간 km 

당 누수건수와 매설년도가 관로 평가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과 조건값을 국내외 학술자료와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설정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개량 여부 또는 추가조사 여부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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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가중치 설정값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항목별 가중치 부여

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자료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Test-Bed를 구축하여 현장자료

와 조사단위별 평가등급 부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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