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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 유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관거

시설은 하수도 시설의 근간으로서 일반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수관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

여 유지관리는 물론 현 실태 또한 제대로 인식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승기천 유역.

을 대상으로 분석 및 예측 이에 따른 오염 저감 방안을 연구하였다I/I , .

본 연구는 승기천 유역 내 주요지점에 대한 관거 및 하수의 누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정식 개I/I 4

지점 풍림지점 우성지점 동막지점 성주지점 에 대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량 및 수질의 영향을 파악하고( , , , )

해당지역의 관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에 활용하며 성과분석,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핵심용어 : Infiltration / Inflow, Method of Pollution DecreaseInfiltration / Inflow, Method of Pollution DecreaseInfiltration / Inflow, Method of Pollution DecreaseInfiltration / Inflow, Method of Pollution Decrease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불명수는 하수관거로 들어가는 침입수나 유입수를 의미하며 설계 시 고려되지 않았던 예측되지 않은 유

량을 말한다 실제 하수관거로 들어가는 하수량은 가정 공장에서의 사용량뿐만 아니라 정원수용 관계용수나. , ,

녹지관리를 위한 수량 등도 오수관망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오접된 관이나 관의 부실 및 노후화에 의한 침.

입수나 강우에 의해 유입되는 이런 유량들은 각각의 구역별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예측이 어려운 상태

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예측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태이며 어느 정도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I/I , .

본 연구는 대상구역을 승기천으로 선정하여 관거 및 하수의 누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정식 개지점I/I 4

풍림지점 우성지점 동막지점 성주지점 에 대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량 및 수질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당지( , , , ) ,

역의 관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에 활용하며 성과분석 목표를,

도출하였다.

분석개요분석개요분석개요분석개요2. I/I2. I/I2. I/I2. I/I

불명수량 산정은 현재 미국 하수관거 불명수량 산정과 관리, “ (Existing Sewer Evaluation And

매뉴얼에서 제시한 총 가지 방법으로 물사용량 평가방법 일최대 최소 유량 평Rehabilitation)"(WEF, 199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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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 일최대 유량 평가방법 야간활동인구 사용량 평가방법과 그밖에 유량 수질 평가방법을 포함해서 총, , -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전반적인 산정에 대한 개요는 그림 과 같이 전체 대상기간동안의 유량조사결과5 . 1

를 기초로 각 대상구역의 특성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업하수량과 칩입수량은 분석기간동안 그림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최저점과 최대점의 개념을 분석하여 불명수량을 산정 하게 된다 한편 유량 수질. , -

평가방법은 조사된 유량자료와 발생오염 부하량을 활용해서 불명수량을 산정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분석방.

법들은 그림 과 같이 대상구역의 불명수량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상류측 관별로 발생하는 불명수1

량은 파악할 수 없으며 왜곡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림 불명수량 분석 모식도그림 불명수량 분석 모식도그림 불명수량 분석 모식도그림 불명수량 분석 모식도1.1.1.1.

본 연구 수행시 측정된 유량 및 수질 데이터를 토대로 및 기타 누수 강우유출수 등을 분석시 다음과I/I ,

같은 분석 방법에 준하여 분석을 수행토록 하며 하기의 방법들은 표 과 같이 에, 1 WEF & ASCE, US EPA

서 권고하는 방법들과 수리 수문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자료가 축적될수록 자료의 신뢰도를 행상 시킬 수 있

는 부정류 해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분석기법분석기법분석기법분석기법 WEF & ASCEWEF & ASCEWEF & ASCEWEF & ASCE US EPAUS EPAUS EPAUS EPA
Water Use Evaluation 월별 상수사용량을 토대로 침입수량을 산정 월별 상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침입수량을 산정

BOD Evaluation -

가정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의 부하량을BOD

활용하여 침입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침입

수가 없는 상태의 가정하수를 BOD 200mg/ℓ

로 가정하여 침입수 산정

Maximum-Minimum

Daily Flow Evaluation

침입수량과 공장폐수량이 일정하다는 가정

일유량변화는 가정하수량에 기인 하수처리

장 유입유량에서 가정하수량과 공장폐수를

제하여 침입수 산정

침입수량과 공장폐수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

에 일 유량변화는 가정하수량에 기인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에서 가

정하수량과 공장폐수를 제하여 침입수 산정

Maximum Daily Flow

Comparison

일최소유량 발생시점의 야간활동 인구유량

및 공장폐수량을 으로 가정하여 일최소유0

량을 침입수량으로 산정

-

Nighttime Domestic

Flow Evaluation

야간활동인구에 의한 유량을 산정 후 이를

공장폐수량과 함께 일최소유량에서 제하여

침입수 산정

-

Inflow Evaluation
강우시 유량과 건기시 평균유량의차를 통해

유입수량을 산정
-

표표표표 1111 외국의 분석기법 이용사례외국의 분석기법 이용사례외국의 분석기법 이용사례외국의 분석기법 이용사례. I/I. I/I. I/I. I/I

대상구역 현황대상구역 현황대상구역 현황대상구역 현황3.3.3.3.

대상구역은 그림 와 같이 인천의 중심가로부터 남동유수지를 거쳐 서해안으로 방류되는 지방 급 하천이2 2



다 승기천의 길이는 이고 면적은 이다 상류부 구월농수산물시장 까지는 복개되어 있고 하류. 10.332 33.58 . ( )㎞ ㎢

부는 미복개되어 있다 승기천의 경사는 상류부 하류부 이고 승기천의 폭은 상류부. 1/972( ) 1/382( ) 45～ ～

중류부 하류부 이다 승기천의 수량은 갈수량 저수량80m, 80 105 m, 104 153 m . 0.060 /sec, 0.151～ ～ ㎥ ㎥

평수량 풍수량 이다/sec, 0.322 /sec, 0.722 /sec .㎥ ㎥

그림 대상구역 현황도그림 대상구역 현황도그림 대상구역 현황도그림 대상구역 현황도2.2.2.2.

조사대상내 기초자료조사대상내 기초자료조사대상내 기초자료조사대상내 기초자료4.4.4.4.

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4.14.14.14.1

조사기간은 월 일 월 일까지 달유량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며 조사기간 내 강우일은 월11 12 12 15 1 , 11 18～

일에 월 일 월 일 월 일 였으며 월 일은 적은 강우량으로 강2.5mm, 11 26 22.4mm, 12 4 11mm, 12 6 8mm , 11 18

우일로 보지 않았으며 월 일 월 일 월 일은 선행건기일로 보았다 정리하면 조사기간내 강우일, 11 27 , 12 5 , 12 7 . ,

일 선행건기일 일로 보았다3 3 .

대상유역 인구 및 면적대상유역 인구 및 면적대상유역 인구 및 면적대상유역 인구 및 면적4.24.24.24.2

승기천 대상 지점별 인구수와 면적은 표 와 같으며 풍림과 우성은 주택지점 동막지점은 주택이 없는 공2 ,

장지역이며 성주는 주택이 약간 혼재 돼 있는 공장지점이다, .

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
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

(ha)(ha)(ha)(ha)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집수인구집수인구집수인구집수인구

명명명명( )( )( )( )
비고비고비고비고

풍림지점 27 3,618 9,028

우성지점 59.1 8,108 20,809

동막지점 26.6 상주인구 없음

성주지점 67.3 362 1,194

표표표표 분구별 인구 및 면적분구별 인구 및 면적분구별 인구 및 면적분구별 인구 및 면적2.2.2.2.

대상유역 관거현황 및 하수량대상유역 관거현황 및 하수량대상유역 관거현황 및 하수량대상유역 관거현황 및 하수량4.34.34.34.3

승기천 관거 현황은 표 과 같으며 연장 길이는 관망도면에서 추출했다 우성지점과 성주지점이 유역면적3 , .



이 넓은 관계로 관 연장길이도 크다 하수발생량은 풍림지점과 우성지점은 상수사용량에 오수전환율을 적용.

해 산정했으며 공장지점인 동막과 성주지점은 공장하수량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조사지점 관경관경관경관경(mm)(mm)(mm)(mm) 관종관종관종관종 연장연장연장연장(m)(m)(m)(m)
하수발생량하수발생량하수발생량하수발생량

일일일일( / )( / )( / )( / )㎥㎥㎥㎥

풍림지점 D200 D700～ HP 2,681.9 1,930.72

우성지점 D250 D800～ HP 7,372.78 4,532

동막지점 D300 HP 3,435.27 841

성주지점 D300 D400～ HP 8,001.4 2,245

표표표표 분구별 관거 현황분구별 관거 현황분구별 관거 현황분구별 관거 현황3.3.3.3.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5.5.5.5.

승기천 개의 지점을 분석 종합해 본 결과 표 와 같으며 가지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4 I/I 4 , 5

수 있다 물사용량 방법에서는 구역인구 물 사용량등 자료 이용 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단점이. ,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전체 지역이 누수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지 방법의 예측한 결과 값이, . 5 I/I

심한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각 지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 일하여 침입율을 산정하였다 주택지점에서는. 1 .

야간에는 사용수량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유량기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막지점 성- . ,

주지점과 같은 공장이 있는 지점은 수질이 다른 지점과는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일평균최저유량 수질평-

가기법을 사용하였다.

지 점

건 기 측 정 유 량 침입수 (Infiltration)

최소유량

(CMD)

평 균

유 량

(CMD)

침입수량 (CMD) 평균

침입수량

(CMD)

평균유량

대비

(%)

침입율

(1) (2) (3) (4) (5) ① ② ③

풍림지점 181.22 1,733.69 -197.03 181.22 181.22 -208.78 135.87 181.22 10.45 0.113 6.711 0.020

우성지점 903.04 3,680.06 -851.06 903.04 903.04 4.04 457.83 903.04 24.53 0.204 15.28 0.043

동막지점 61.09 368.57 -371.51 61.09 19.9 19.92 52.14 52.14 14.14 0.050 1.960 -

성주지점 341.63 971.72 -1003.88 341.63 -118.77 -170.77 201.95 201.95 20.78 0.063 3.000 0.169

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4 I/I4 I/I4 I/I4 I/I

물사용량 평가기법 일최대 침입수량 기법 최대 최소유량기법 야간사용수량기법 일평균최저유량 수질평가기법- · -※ ⑴ ⑵ ⑶ ⑷ ⑸

해석결과해석결과해석결과해석결과6. MOUSE-KOREA6. MOUSE-KOREA6. MOUSE-KOREA6. MOUSE-KOREA

본 연구에서는 분석값 비교에는 덴마크 사에서 출시된 에 속해있는 모델을 사I/I DHI MOUSE KOREA I/I

용하였다 위의 결과값과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잘못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다음. I/I .

그림 는 개의 지점중 풍림지점만 제시해 놓은 것이다 표 는 의 모듈을 사용했을3, 4, 5 4 . 5 MOUSE-KOREA I/I

때 결과 값을 종합한 것이다 표 와 표 를 비교해 보면 결과 값의 차는 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5 0.5 1% .～



그림 유역정보 입력화면그림 유역정보 입력화면그림 유역정보 입력화면그림 유역정보 입력화면3333 그림 분석 초기화면그림 분석 초기화면그림 분석 초기화면그림 분석 초기화면4 I/I4 I/I4 I/I4 I/I 그림 분석결과화면그림 분석결과화면그림 분석결과화면그림 분석결과화면5 I/I5 I/I5 I/I5 I/I

지 점

건기측정

유량
침입수 (Infiltration)

평 균

유 량

(CMD)

침입수량 (CMD) 평균

침입수량

(CMD)

평균유량

대비

(%)
(1) (2) (3) (4) (5)

풍림지점 1734.06 -196.49 180.31 180.31 -209.69 135.25 180.31 10.40

우성지점 3776.91 -858.00 901.05 901.05 2.05 454.39 901.05 23.86

동막지점 368.57 -371.51 61.09 19.97 19.97 52.13 52.13 14.14

성주지점 971.72 -1003.63 341.63 -118.71 -170.71 201.90 201.90 20.78

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표 각 지점별 분석 종합5 KOREA I/I5 KOREA I/I5 KOREA I/I5 KOREA I/I

결론결론결론결론7.7.7.7.

승기천의 개 지점을 선정할 때 주거형태인 연수구 지점 공장형태인 남동구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4 2 2

다 조사되어 나온 결과 값으로는 지점이 모두 침입으로 판단됐으나 성주지점 같은 경우는 가지 분석방법. 4 , 3

은 누수를 가지 방법은 침입으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성주지점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2 , .

로 침입율을 볼 때 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때 타지역에서 나오는 정도 보다는 침입비율이 적다10 25% , 30%～

고 판단되지만 조사 개념 자체가 침입수 누수율의 차이기 때문에 관거 상태가 좋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 I/I /

다 분석 평가방법은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 보다는 개략적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조사는 필요. I/I

하다고 본다.

비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관거의 개보수나 관거정비사업 등을 말할 수 있으며 조사 지점이 승기천I/I , ,

이기 때문에 오수가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오수를 승기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조사기간이 년 월부터 월 중순까. 2004 11 12

지 달 유량으로 승기천 유역의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앞으로 더 장기적인 조사기1 I/I ,

간과 계절에 따른 분석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설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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