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 104 -

OPB1) 하수관로 기술진단방법의 현장적용 개선방안

장철현 ․ 이인경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은 공공하수관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분석하여 시설물 

개선 ․ 운영 ․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개정된 「하수도법 제20조」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시행

토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진단전문

업체(민간)로 확대시행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과는 달리 2008년부터 하수관로

의 기술진단이 시작되어 뒤늦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고,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81개 기술진단전문기관(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35호, 2019.12.13.)」에 의거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많은 기관에서 수행하여 각기 

다른 관점 및 수행방식으로 각자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기술진단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된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현황조사, 현상진단, 대책진단으로 구분된다. 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로 구분되고, 현상진단의 수행범위는 유량 및 수질조사와, 표본지역 상세조사, 대책진단

의 수행범위는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과 시설유지관리방안으로 구분된다. 이중 현상진단에서 표본지역

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정량적, 정성적인 진단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G시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수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35호, 2019.12.13.)」의 현장적용 시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현황조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설계준공도서, 운영자료 등을 이용하여 처리구역내 기술진단 대상

관로 82.3 km에 대한 하수관망을 분석하고, 처리구역내 하수관로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는 대상맨홀 2,240개소에 대하여 전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량조사는 9개 지점을 선정 3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56일간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유량조사 기간 중 10개 지점에 대하여 우기 수질조사 1회, 건
기 수질조사 2회 총 3회에 걸쳐 24시간 채수를 진행, 분석하였다. 표본지역 상세조사는 CCTV조사 17.3 km, 송
연조사 7개의 소구역 25.6 km에 대하여 시행,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G시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G시의 하수맨홀을 개방하여 육안조사를 시행한 결과 맨홀의 구조적 ․ 운영적 문제점은 물론 하수의 흐름, 

하수량의 변화, 수질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불명수 유입지점이 확인되었다.
2. 기존의 10%대의 조사율을 보이던 CCTV조사는 맨홀조사를 통한 유량의 급격한 변화구간에 대하여 선단

위와 면단위로 조사를 시행, 관로내부 조사도가 20%대로 상승하였다.
3. 송연조사는 CCTV조사 구간, 상가밀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 맨홀조사 및 

CCTV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관로 및 배수설비의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실례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용범위를 제시하였고, 현장적용 방안을 도출

하여 현재의 조사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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