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 사례 Ⅰ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VE사례
글 송윤상 ＼ (주)KCMC 상무 ＼ 전화 02-518-4374 ＼ E-mail yssong@kcmc.co.kr
글 임재승

＼

토목기술팀 부장 ＼ 토질및기초기술사 ＼ 전화 02-3433-7770 ＼ E-mail ljs@ssyenc.com

1. 서론

•1997~2011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최근 국내 · 외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의 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내

환경부

   총 2,937억 원 투자
•2012~2014년까지 매년 1,630억 원을 투자할
계획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개량공사
가 준공되는 등 개량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8~2009년 상수관로 갱생비용 연간

따라서 노후관 개량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북미

예상된다(<표 1> 참조).
노후된 상수도관망의 개량공법은 갱생공법(Renovation)과 교체

   약 1.3~1.4조 원 규모
•상수관로 개량사업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측

국외

공법(Replac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체공법은 관이 매설된
부분을 굴착하여 신규관으로 대체하는 공사로, 굴착시 관 주변 지

유럽

장물과 주변시설의 간섭으로 인한 시공성이 떨어지고 전면 교체
에 따른 자재비 및 가시설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성 면에서

•공공에 의해 관리되는 관거 구간중 매년
3,000km이상 갱생공사로 시행
※ 국내 · 외 상수관로 개량기술 및 품질관리 동향, K-water

불리하다. 또한 도심지 통과구간의 경우 교통 혼잡 및 공사중 소
음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한다.

2. 공사 및 VE 수행 개요

반면, 갱생공법은 기존 상수관 내부에서 오래된 도복장을 제거하
고 사람이 물을 마셔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료로 새롭게 도장하

2-1. 공사 개요

는 공사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저에너지화 및 자원재활용이 가능

•사업명

한 녹색공법이다.

•사업위치

본고에서는 이러한 갱생공사 사례로 당사에서 시공하는 금강광역

•사업범위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VE 검토 사

   - 도 · 송수관로 갱생 : 68.8㎞(D1,500 / 1,000㎜)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밸브 / 밸브실 개량 : 177 / 414개소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 부여, 논산, 익산, 군산 일원

   - 대체관로(복선화) 신설 : 8.8㎞(D1,000㎜)
표1

국내 · 외 시장 동향
구분

국내

•공사목적
시장 규모

K-water

수요를 노후관 갱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  	
을 도모하고자 함

•2018년까지 30년이 초과된 관로 400km 갱생
공사 예정(8,000억 원 규모)

: 군산지역 산단 활성화 및 새만금 개발로 인한 용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80일간(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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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회수방식

•탈락 도막 인력수집 후 외부 반출

표면처리 및

•비산먼지 및 분진 다량 발생

연마재
회수방식

•사용 연마재 회수 기능이 없어 인력수거
•작업자 작업환경 불량
•전체 구간 에폭시 도장재 일괄 적용

도장재

•장시간의 경화시간 필요
•준구조보강 불가

3-2. 문제점 해결을 위한 VE 적용 사례
본 절에서는 갱생단계별 주요 설계에 대한 VE 검토과정에서 기존
사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출된 최종 VE 대안들을 기술한다.
[그림 1] 과업 현황도

1) 관로내 제습방식 변경
안정적인 도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비장비를 확보하고 건식

2-2. VE 수행 개요

및 흡착 설비를 일체화하여 제습성능을 개선하였다. O₂, CO₂, 온 ·

본고에서는 당 사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고려한 VE 검토사례

습도센서 및 이슬점온도와 연계한 자동운전제어를 구축하였으며,

를 소개하고자 한다.

분진과 취기의 효율적인 제거를 고려하여 용도별 필터링 시스템

먼저, 당사가 2008~2011년에 수행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을 적용하였다([그림 2] 참조).

도수시설 개량공사’ 수행경험을 반영한 VE 검토내용을 제시하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용 공기압축기

다. 둘째, 현재 대상구간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VE 검토를 통한 대

및 호흡기를 설치하였으며, 분할 구조의 일체화된 장비를 적용하

체관로 노선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VE

여 작업구 이동시 경량화로 작업효율을 개선하였다.

검토를 통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환경을 배려한 친환경적인
도장재를 선정한 사례를 서술하였다.

3. 수행경험을 반영한 VE 검토
3-1. 수행경험을 통한 문제점 도출
본절에서는 기존에 당사에서 수행한 수도권 1단계 사업을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림 2] 관로내 제습방식(냉각제습 + 재열 + 흡착제습)

표 2> 참조).
2) 기존 도막제거형식
표2

기존 사례를 통한 문제점 도출
구분

관로내
제습방식

기존 도막제거
형식

44

수도권 1단계
•제습능력 부족으로 결로 발생

커터 프레임으로 변형된 스핀들 구조를 채택하여 관로내면에 대
해 정확한 접촉면을 형성하여 작업성을 향상시켰다. 프레임에 유
압식 장치를 적용하여 용접부 비드 도막제거에 용이하다([그림 3]

•환경센스 위치 부적합

참조). 또한 도장재 제거시 열화된 콜타르의 끼임이 발생하지 않

•예비냉각기 미확보

아 작업 성능 및 효율성이 우수하다.

•관체변형 구간 시공성 불리

건설기술 쌍용

이와 같이 관로 특성을 반영한 갱생장비로 도장재 및 녹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 양날커터 및 프레임스핀들 형식

[그림 5] 표면처리장비(임펠러 분사식)

3) 도막회수방식

에 분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마재는 공급탱크를 탑재하여 근

탈락된 도막을 회수하는 방식은 대형 파워브러쉬와 컨베이어를 이

거리 공급이 가능하고 밀폐식 분진확산방지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용한 자동수거방식을 적용하고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관로 외부로

잔존 연마재를 진공방식으로 자동회수함으로써 분진이 미발생하여

반출한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이 장비를 적용함으로써 분진발생

작업자의 이동시 안전을 확보하였다([그림 5] 참조). 또한 사용 연마

을 최소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는 회수하여 원심분리기로 분리후 재사용하여 연마재 사용량을
최소화하였고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도장재
과업구간의 노후관에 대한 관부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로 D등
급이 27.7%로 수도권 1단계의 18.1%보다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미조사된 구간에서 준구조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도막두께에 의한 준구조 보강이 가능한 폴리우레아 계열 도장
재를 적용하였다. 또한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압력, 관변형이

[그림 4] 도막회수장비 및 운반장비

예상되는 압송관로 구간에는 내구성 및 표면슬립성이 우수한 실
4) 표면처리 및 연마재 회수방식

리콘 폴리우레아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자연유하 구간은 일반

표면처리를 위하여 임펠러의 고속회전으로 연마재를 관내부 표면

폴리우레아를 적용하였다.

[그림 6] 대체관로 노선 주변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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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구간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VE 검토

대한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면 기본설계안이 비교1안에 비해 50.9
억 원 절감되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 참조).

4-1. 대체관로 노선계획 VE 검토
기본설계 단계에서 과업구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대체

2)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관로 노선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비교 노선들에 대해 현장

앞에서 제시한 확정적 비용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

여건을 반영한 VE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본절에서

석의 주요 변수인 할인율과 분석기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구간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술

하였다. 할인율과 분석기간의 변동범위는 각각 2.6%±2%, 70년±

한다([그림 6] 참조).

20년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의 변동에 따른

① 최호장군교차로 진출입로 통과구간 : 진출입부 교차없이 통행

비교안들의 순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없는 노선 선정
② 주거 밀집지역 통과구간 : 예상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경
지 및 나대지 구간 노선 선정
③ 지반조건별 안정성 검토 : 연약지반(농경지, 농로 구간) 침하에
안정적인 도로 매설
④ 구암방수로 횡단구간 : 방수로 복개공사 구조물 기초와 간섭없

(a) 할인율

는 노선 선정

(b) 분석기간

[그림 8] 민감도 분석결과

⑤ 미장지구 통과구간 : 측방유동 영향에 따른 변위영향이 적은
노선 선정

3)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확률 분석

⑥ 경포천 하폭변경 구간 : 하천정비 계획하폭을 반영하여 이중
투자 방지

확정적 분석을 통하여 구한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확률 분석을 실
시하면, 신뢰도 75.0%일 때 기본설계의 예상비용은 136.2억 원으로

⑦ 공단대로 횡단구간 : 교통량과 우수Box 간섭이 적은 노선 선정

분석되었다([그림 9] 참조).

⑧ 백토고개 사거리 통과구간 : 지하매설물 간섭이 적은 노선 선정

4-2.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노선계획
1) 생애주기비용 분석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체관로 노선에 대하여 생애주기비
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할인율은 한국은행 통계치로부터 구한 1993년에서 2011년까지의
실질할인율 2.6%를 적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갱생공사를 통해 확
보된 관의 잔존가치 및 내구연수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70년을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화법으로 비교안들에

[그림 9] 확률 분석결과

4-3. LCA를 고려한 노선계획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비교노선에 대한 환경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
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노선을 선정하였다.
1) 투입물질 분류
대체관로 노선에 대한 내역서를 검토하여 LCA분석 대상 물질을 선
[그림 7]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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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쌍용

정하고 각각의 물량을 산출하였다(<표 3> 참조). 대체관로 노선은

가시설 공사와 토공사가 주공정이므로 토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연

환경부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설계가 제1안에 비해

료량과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형강의 물량을 주요 투입물질으로

환경부하량이 74.2%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공시 환경에 미

선정하였다. 비교 노선별 공기변실의 설치개소가 동일하여 여기에

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1] 참조).

사용되는 레미콘과 철근은 동일한 물량이 적용되었다.

이는 지반조건이 양호한 노선 선정을 통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형강의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 투입물질
구분

단위

기본설계

제1안

제2안

휘발류

ℓ

1,103

1,412

1,230

경유

ℓ

5,194

5,816

5,545

레미콘

㎥

118

118

118

철근

kg

8,743

8,743

8,743

형강

kg

709,825

3,186,644

3,159,431

5.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친환경 VE 검토
5-1. 도장재 성능평가
본절에서는 관 갱생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주요 성능을 검토하
였다.

표 4 도장재 성능 검토
구분

단위

실리콘 폴리우레아

에폭시

2) LCA 공정도 작성

유속계수

-

150~160

130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주요 투입물질에 대하여 LCA DB에서 적용할

부착강도

MPa

17.4

15.1

연결물질을 결정하고 LCA 프로그램(TOTAL, 환경부)을 이용하여 공

내마모성

mg

24

51

경화시간

hr

0.5~1.0

8~24

준구조보강

-

가능

불가

정도를 작성하였다([그림 10] 참조).

수도권 1단계 공사 및 신설되는 관로들은 대부분 에폭시 도장재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기존 포장재의 성능을 일부
개선한 폴리우레아계열 도장재의 활용이 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
서는 폴리우레아 포장재가 불리하지만 경화시간이 짧고 준구조 보
강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양호하다. 또한 부착강도 및 내마모성 등
[그림 10] LCA 공정도

3) LCA 가중화 분석
LCA 가중화 분석을 실시하여 8대 범주에 대한 환경부하량을 산정
하였다. 비교안들 모두 ADP(자원고갈) 및 GWP(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좋아 내구성이 우수하다.

5-2. 전력비를 고려한 VE 제안
사업구간이 속하고 있는 충청 및 전북 본부의 2011년 유지관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력요금의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2]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속계수가 우수한 실리콘 폴리우레
아 포장재를 압송관로 구간에 적용하였다. 포장재 개선으로 관내
마찰력이 감소하여 펌프에 의한 용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관내 도장재의 개선으로 유수의 흐름이 원활해져 펌프에
의한 전력비가 감소되어 에폭시 대비 연간 489백만 원이 절감되는

[그림 11] LCA 공정도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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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수보강비를 고려한 VE 제안
본과업에서는 신뢰성(RS) 평가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폴리우레아계
열 도장재를 선정하였으며 제조사의 신뢰도를 감안하여 품질 보증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20년 보증후 5년간 추가로 발생하는 관 보수보강비 6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7> 참조).

표7

관 보수보강비

구분

[그림 12] 충청 및 전북 지역본부 유지관리비 현황
※ 2011년 수도관리연보, K-water, 2012

관경

연장

단위비용

연간비용

1,100mm

18,855m

69원/m

1.3백만 원

1,500mm

49,992m

82원/m

4.1백만 원

1,100mm

18,855m

5,644원/m

106.4백만 원

1,500mm

49,992m

8,154원/m

407.6백만 원

1,100mm

18,855m

7,155원/m

134.9백만 원

1,500mm

49,992m

12,528원/m

626.3백만 원

보수비

표 5 유속계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구분

단위

실리콘 폴리우레아

에폭시

단위 전력량

kWh

4,008

4,637

연간 전력량

만kW/년

3,511

4,062

전력 절감량

만kW/년

551

-

연간 유지관리비

백만 원

3,120

3,609

보강비

구조
보강비

합계

1,280.6백만 원

※ 상수도 관로의 성능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산관리기법 개발(I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연간 절감액

백만 원

489

-

6. 맺음말
5-3. 탄소배출량 고려한 VE 제안
본절에서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을 비
교 · 검토하였다. 앞절에서 압송관로 구간에 실리콘 폴리우레아 도
장재를 적용하면 연간 551만kW의 전력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표 5> 참조).
이것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전력에 대한 탄소환산계수(0.495)를 적용하
여 계산하면 연간 2.7천ton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소나무 37만 그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럽시장 탄소배출권 가격 ton당 1.7만 원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
산하면 연간 47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6> 참조).

본고에서는 금강광역상수도 공사를 대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고
려한 VE 검토사례를 기술하였다.
첫째, 과거 수도권 1단계 수행경험을 반영한 VE 제안을 갱생단계에
따라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대상구간의 현황을 반영한 생애주기
비용 및 LCA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VE제안 도출사
례를 기술하였다. 셋째, 유지관리비 및 탄소배출량 절감으로 미래를
배려한 친환경적인 VE 제안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고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VE 검토를 수행한다면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탄소배출량 검토
구분

단위

실리콘 폴리우레아

에폭시

탄소발생량

천ton CO₂/년

17.4

20.1

탄소저감량

천ton CO₂/년

2.7

-

탄소거리가격

백만 원/년

295

342

절감액

백만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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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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