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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우수유출 저감시설계획
 5.12.1 개 요
∙ 우수유출 저감시설계획은 계획구역 내 우수유출량의 저감으로 도시형 수해 및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

고 지하수를 함양하기 위한 시설이며, 특히 우수저류시설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강우초기의 월류수 처리와 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거정비계획 및 자연재해 방
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수원시의 유역특성에 맞는 유출억
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5.12.2 우수유출 시설
가.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

∙ 일반적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류시설은 도
시유역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일정시설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난 후 조금씩 하류로 방류하는 시설
이며, 침투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거나 우배수로를 흐를 때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1) 우수저류시설
∙ 우수저류시설을 입지적으로 분류하면 통상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 외 저류(유수지/펌프장)와 도시유역 내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 내 저류시설로 분류하며, 우수저류시설의 형
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수저류시설의 형태별 분류<그림 5.12-1>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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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
∙ 지역외 저류시설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전용 및 겸용 조정지로 분류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주로 조정지를 
홍수방지와 우수유출로 인한 비점원 오염원을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오염원 경감에 관한 사항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외 저류시설의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표 5.12-1>
ㅊ 형 식 구조의 개념 특   성 설치사례

댐식
(제고

15m 미만)

∙주로 구릉지를 이용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재조절지나 
유말조절지에서 댐식을 많이 
이용한다.

굴착식
∙평탄한 지역을 굴착하여 우수를 
저류하는 형식으로 계획수위고 
(HWL)는 주위 지반고 이하이다.

지하식
 

∙지하저류조, 매설관 등에 우수를 
저류시키는 것으로써 지하에 
설치한다.

지하하천
방수로

 

∙대규모의 지하터널을 이용하여 
하수도관 및 하천수를 저류하여 
지역외로 방류

 자료) 1.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2.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설명자료(2009. 10, 소방방재청)

(1) 전용 조정지
전용 조정지는 건식저류지, 확장된 건식저류지 및 습지로 나누어지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건식저류지(Dry Pond)

건식저류지는 일반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빈도로부터 발생되는 최대유량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비점원 오염원을 제거하는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건식저류지
는 저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미립자의 오염물들이 유출로 인해가라앉을 만한 충분한 시간
이 없고, 바닥에 가라앉은 것도 우기시 아주 쉽게 떠오른다. 건식저류지의 오염물 제거효과는 모
든 오염물질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확장된 건식저류지(Extended Dry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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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방류방식으로 건식저류지의 방류구조를 바꾼 형식이며, 도시우수유출제어를 위한 최적관리수
단의 하나로써 1년 빈도와 같이 작고 빈번한 우수를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확장된 건식저
류지의 오염물제거효과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출수가 저류되는 가에 의해 좌우된
다. 일반적으로 부유물질과 같은 미립자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40~70% 정도의 높은 제거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영양물질 등과 같은 용존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거효과가 아주 낮다.

(다) 습지(Wet Pond)
습지는 물을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미립자의 오염물질이 가라않도록 하고, 용존 오염물질 등을 생
물학적 제거 혹은 다른 감소과정을 통해 없애도록 하는 방안이다. 홍수시는 초과되는 홍수량을 
축적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고, 늪의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지연 시켜서 하천유량의 극심한 변화
를 막고, 홍수발생을 완화시킨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습지 1Ha는 120mm의 수심을 저류시킨
다.) 자연습지는 댐이나 저수지, 관개시설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며, 비교적 안정
된 양으로 유출되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호소 등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영양화를 억제한다. 습지는 질소와 인을 축적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그 
때문에 습지를 유지하면 배수처리 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소규모 생활 폐수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 습지에 대해 부유물질에 대한 제거효과는 50%~90%이며, 영양물질에 대해 
40%~60%, 아연에 대해 40%~45% 라고 알려져 있다.

(2) 겸용 조정지
겸용조정지에는 연못저류와 지하저류 및 지하공간저류 등이 있다. 
(가) 연못저류

보통 지표면에 설치되는 저류지로 비교적 대용량이며 상시 저수하고, 그 크기는 작은 호수나 공
원 등의 연못에 가깝다. 시설의 설계는 지가, 자연상황, 공간의 이용가치, 경관, 지형, 기후, 그 
외의 지역특성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주로 수경 및 리크레이션 시설로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
로 수변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유의할 뿐 아니라 저류수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하저류
지하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 지하부를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으로 지가가 비싼 시가지 계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건물지하저류
크게는 지하저류로 분류되는 방법으로 홍수다발구역인 고밀도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주로 고층주택 및 큰 건물 등의 건물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유
리하다.

나) 지역내(On Site) 저류시설

∙지역내 저류는 강우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내린 비를 녹지나 시설 등에 저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내 저류시설의 종류는 유역
저류시설의 형태로 건물간,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이 있으며 주택단위저류시설의 형태로 지붕녹
화, 화단, 소규모 저류조 등이 있다.

(1) 유역 저류시설
비교적 넓은 개발면적을 가지는 공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을 발생장소에 저류함으로써 유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류시설 및 전용 저류시설로 분류 할 수 있다.
지역외 저류시설과 비교하면 지역내 저류시설이 면적당 저류가능량은 높지 않으나, 이미 개발된 시
가지에서는 지역외 저류시설을 새로 건설하여 우수유출을 억제시키는 것보다 지역내 저류시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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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침투유출시간을 지연시킴으로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미 개발된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우수유출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내 
저류는 지역외 저류에 비해 토지 유효이용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차원에서도 유
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 침수형 저류시설

이미 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신ㆍ증설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저지대나 공공시설 등과 같이 현재 지형여건을 이용하여 폭우시 단기간의 
저류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미 조성된 공원
이나 학교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단지내 건물 사이의 저지대 등을 이용하여 저류지로서의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대표적인 예이며, 침수형 저류시설은 안전 및 사용성을 고려하
여 저류한계수심을 다음표와 같이 제한하도록 한다.

침수형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표 5.12-2>
ㅊ

토 지 이 용 저류시설 저류한계수심(cm)
집 합 주 택 건물간저류 30

주 차 장 주차장저류 10
소 학 교

운동장저류
30

중 학 교 30
고 등 학 교 30
아 동 병 원 공원저류 20

근린, 지구공원 30
건물간, 지붕 지붕저류 10-15

 자료) 1.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① 단지내 저류(건물간 저류)

연립주택 및 건물사이 공간을 지역내 저류시설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긴급차량의 진입, 건축
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하여 저류가능용량을 설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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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저류시설 사례(건물 사이 저류형태)<그림 5.12-2>

모식도 설치사례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② 주차장 저류
주차장 저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우수를 저
류시킴으로 인해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강우시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고려해
서 저류수심은 약 10cm로 제약하고 있다.
넓은 주차장에서 우수저류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은 부분에 시행, 이용자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양할 부분의 높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차장내 저류시설 시공사례<그림 5.12-3>

모식도 설치사례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③ 공원저류
공원, 녹지6 등을 저류시설로써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대책, 경관 
등을 배려해서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한다. 저류계획시 아동이나 유아에 대한 안
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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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저류시설 시공사례<그림 5.12-4>

모식도 설치사례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④ 운동장 저류(학교저류)
학교, 유치원 등의 옥외운동장을 지역내 저류시설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 육아에 대한 
안전성을 배려하여 이용수심,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교정저류는 교정전체에 우수
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구조는 수심이 얕은 굴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운동장 저류의 경우 침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체육수업 들의 지장을 초래하므
로, 강우 종료 후에는 신속히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장 
흙입자가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며 배수가 좋은 장소를 선택함과 동시에, 운동장에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전술한 주차장 저류와 같이 우기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위해 보행
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운동장내 저류시설 시공사례<그림 5.12-5>

모식도 설치사례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나) 전용 저류시설
도심지의 전용 저류시설은 대부분 지하저류조의 형태로 설치되어, 평시에는 빈공간으로 유지되
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후 방류하여 하류의 홍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설치된 지하저류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저류된 물을 
소방용수․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용 저류시설에 저류된 물은 연결관로를 통하여 
하류로 흘려보내지거나, 연계된 침투시설을 통하여 하부 지반으로 침투시킬 수도 있다.
저류된 물을 연결관로를 통하여 하류로 흘려 보낼시, 배수구역내 하류지역의 첨두 홍수량을 지
연시킬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물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수도 시스템 등을 설치할 경우 저류된 물을 재활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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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도 있다.
지역내 전용저류시설의 관리시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저류된 우수로 인하여 
병충해 발생등 환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유시설로 설치된 지역내 전용저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으로 정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시할 수 있
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우기이전 저류시설을 비워 둘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전용 저류시설 시공 및 단면(예)<그림 5.12-6>

단면 시공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① 쇄석공극 저류시설
쇄석공극 저류는 쇄석 등의 공극을 우수의 저류공간으로 이용하는 저류효과와 침투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방법이다. 쇄석공극 저류는 땅 속에 쇄석구(트렌치), 쇄석조를 설치하여 쇄석
간의 공극에 우수를 유입시키고 그 상부는 녹지나 운동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쇄석공극 저류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저류시설, 침투시설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저렴하며, 
시설 계획규모상 융통성이 크다. 따라서 다른 공법과 시설을 조합하여 유기적인 우수 유출
저감기능의 일환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쇄석공극저류시설의 적용 예<표 5.12-3>
ㅊ

설치장소의 이용 집  수  대  상 공극저류 침투시설

단 독 주 택 지    붕 ○
건물주택(정원, 주차장) ○

주택단지, 사무소, 학교 등 지    붕 ○
건물주변 (식재지,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도로) ○

공원 등 식재지(녹지), 도로, 주차장, 운동장 ○

도   로
보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의 차도
보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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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 저류(주택단위 저류시설)
   ㉮ 저류시설 저류탱크

주택단위 저류시설(탱크)
<그림 5.12-7>  

설치된 지하저류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저
류된 물을 중수도․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전용저류시설에 저류된 물은 연결관로를 통
하여 하류로 흘려보내지거나, 연계된 침투시설을 
통하여 하부 지반으로 침투시킬 수도 있다.
주택단위 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
초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으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
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우기이전 저류
탱크를 비워 둘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 지붕저류
지붕저류의 개념도

<그림 5.12-8>  
연립주택 등의 옥상을 지역내 저류시설로써 이용
하는 경우에는 지붕방수 및 건축물의 기본 구조도
의 영향을 배려해서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형 홍수에 많은 피해를 입는 고밀도 시
가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이고 차량의 통행
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
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므로 외관상의 문제와 어린
이들의 안전성의 문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지붕녹화
지붕녹화 개념도

<그림 5.12-9>  
건축물의 개발로 발생하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분을 
지붕을 녹화하여 우수의 침투유출시간을 지연시킴
으로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
별 건축물의 지붕을 녹화하는 방법과 지붕으로부
터 유출되는 우수를 집수하여 지상에서 침투 및 
저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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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류형 화단

저류형 화단 개념도
<그림 5.12-10>  

건축물의 개발로 발생하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분을 
화단 등으로 녹지화하여 우수의 유출시간을 지연
시킴으로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개발지역내 녹지화한 공간을 낮게 배치하여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집수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경우 적은 면적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물데시스템
물데시스템

<그림 5.12-11>  
기존 배수측구의 경우 도로포장에서 발생되는 노
면수가 우수관거로 직접유출됨에 따라, 홍수유출을 
지연시킬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또한, 초기 
노면수가 하천으로 직접유출됨에 따라, 도로 비점
오염원의 직접유출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도로와 보행자통로 사이에 물데시스템을 설치
하여 우수관거를 연결할 경우, 우수의 침투 및 저
류 효과로 홍수유출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초기노
면수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우수침투시설
우수침투시설<표 5.12-4>

ㅊ

구 분 시설개요 모식도 및 설치사례

침투통 및 
침투집수정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침투트렌치
∙주로 건물이나 주변이 녹지, 광장 등에 침투성과 조합하여 설치하며, 
굴입한 도랑에 쇄석을 충진하고 침투통과 연결되는 침투관을 
설치해서 우수를 도입, 쇄석의 측면 및 저면에서 불포화대 혹은 
포화대를 통과해 지중으로 분산시키는 시설

침투측구 ∙측구저면을 쇄석으로 충진하여 집수한 우수를 그 저면에서 불포화대 
혹은 포화대를 통해 분산시키는 시설

투수성
노면포장

∙포장된 곳을 통과해 우수를 직접 도로로 침투시켜 지중에 분산․ 
침투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일반보도는 물론 공원, 아파트, 광장,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포장․시공에 상당한 가용성이 있음이

∙투수면의 막힘은 경과년수에 크게 관계없고, 지역여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자료 :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9. 7,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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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대효과

∙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수피해 경감
   ･ 첨두홍수량 측면에서 발생시각이 지체되고 그 양이 감소되며 전체 유출총량 감소
   ･ 홍수시 피해경감 기대할 수 있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 가능
  - 지하수의 함양과 수자원의 확보
   ･ 지하수의 함양 증가
   ･ 도시하천의 건천화 예방 가능
  - 하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저감 및 갈수기 오염저감
   ･ 유출수에 의한 오염물 유출 저감효과
   ･ 지하수 함양으로 오염된 토양의 희석효과
  - 생태계의 복원
   ･ 토양생태계, 하천 수중생태계 복원에 기여
   ･ 지하수 함양으로 오염된 토양의 희석효과
  - 도시민의 정서함양
   ･ 수변공간 확보로 도시민의 자연친화와 정서함양에 도움
  - 지반침하의 방지
   ･ 지하수 함양으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
  - 용지, 부지내의 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절감
   ･ 각 가정의 저류시설에 저장된 우수를 별도 처리없이 중수도로 활용

하수도 계통별 우수유출 저감<그림 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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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계획
 5.13.1 개요

가. 법적근거

∙ 우리나라 관련법령에는 CSOs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7년에 발간된 「CSOs와 
SSOs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지침개발 보고서(환경부, 2007)」에 의하면, CSOs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를 
말하며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우수토실, 빗물펌프장등 하수도시설에서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월류 또는 방류되는 하수”로 정의하고 있다. 

∙합류식하수도시스템의 설계에서는 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전부 1차처리를 
하고 그중 2배의 하수량은 1차 처리후 방류하며 나머지 1배의 하수량은 2차처리 계통으로 이송하도록 하
고 있다. 이 경우 1차 처리후 방류되는 부분을 CSOs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간혹 야기되나, 이는 우천
시 차집된 하수의 처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미처리 방류는 아니기 때문에 CSOs에 포함시
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CSOs 발생특성 및 관리의 필요성

∙합류식 하수도는 단일 관거 계통으로 오수와 우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청천시에는 계획 우수량에 비해 현
저히 작은 유량인 오수와 일부 침입수가 유하되기 때문에 유속이 느린 관거 바닥에 오염물이 침전되어 적
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도시 지표면에는 각종 도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들이 퇴적되었다가 
강우시에 지표면 세척과 함께 유출되고, 관거내에서는 퇴적된 오염물질이 빨라진 유속과 소류력 증가에 따
라 부상되어 유출되게 된다.

∙CSOs는 강우초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게 되는데 다음 <표 5.1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우초기
에 수질 항목별로 청천시 발생하수 농도의 최고 30배까지 고농도로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침투시설<표 5.13-1> (단위 : mg/L)
ㅊ

항 목 CSOs 청천시 유입하수 
평균농도 (EMC)평균농도(EMC) 월류수 Peak농도

BOD 75∼113 224∼732 83∼112
SS 110∼639 632∼1,550 50∼140

T-N 11∼25 32∼66 9.2∼32
T-P 2.1∼2.4 4.3∼15.1 2.2∼3.1

주) 1. EMC (Event Mean Concentration) : 유량가중평균농도
   2. 자료 :「도심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분류식 우수관거 우수유출 오염부하 기초조사 연구(2004.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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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정부합동, ‘04.3)에 의하면,  4대강 수계오염 배출부하(BOD)의 22~37%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고 이중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부하량이 절반이상(52%)을 차지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운영중인 곳으로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부하
는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CSOs, 분류식하수도월류수(SSOs, Sanitary Sewer Overflows) 및 분류식우수관거
유출수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비점오염원 부하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심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분류식 우수관거 우수유출 오염부하 기초조사 연구(2004. 환경
관리공단)」에 의하면, 합류식으로 구성된 연구대상 처리구역의 연간 발생 오염부하량은 하수가 75.2%, 
CSOs가 14.8%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천수계에 미치는 오염부
하량은 하수처리장을 거친 후의 방류오염부하이며, 이를 CSOs 부하와 비교를 하면 방류오염부하가 39.5 
%, CSOs가 60.5%로 1.5배정도 CSOs가 하수처리장 방류오염부하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CSOs에 의하여 상당량의 오염부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특히 강우초기 단시간에 고농도
로 배출되는 발생특성상 수계에서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적정한 수계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서는 합류식 지역에서의 강우 초기에서의 월류수가 수계로 직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총 오염부하량을 
적정하게 삭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다.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계획

∙수원시는 분류식 하수배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기간이 장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설치계획된 합류식 하수도월류수 오염저감시설을 반영하고, 향후 완전 
분류식배수 체계가 구축되면 현행CSOs 저감시설에서 분류식하수도월류수(SSOs, Sanitary Sewer Over 
flows)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합류식을 존치하다가 중․장기적으로 분류식화를 목표
로 설정하여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향후 분류식 형태의 전환을 고려한 강우사상 및 시설용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13.2 오염부하량 및 저감목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당해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상 에서 수질모델링에 의한 모의분석 등을 통해 목표오
염부하 저감량을 산정하였으나 상위 문헌이나 이론적 결과에 기인하므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 환경부)」상에 제시된 모니터링을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강우사상, 수질조사 평
가방법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문헌상에 제시된 유량대비 개별 
삭감부하비 및 삭감계획이 제시된 사업의 부하삭감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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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처리비에 따른 개별삭감대상 부하비<표 5.13-2>

ㅊ

유 량 처 리 비 개별삭감대상 부하비 비 고
5~10% 0.12
10~25% 0.35
26~35% 0.47

자료) 수질총량 관리센터.「오염총량관리계획과 타 업무간의 연계시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2007.01)」
가. 사업효과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수립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수질자료의 경향분석에 의해 당해시설
의 운영상태, 관리의 적정성, 오염물질의 심각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유역에 대해 비점오염저감대책의 이행에 따른 수질자료의 분석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유역
의 수질개선 기여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 환경부)」상에 제시된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계획수립 흐름도<그림 5.13-1>
모니터링 방법결정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건기시 및 강우시
모니터링측정

결과비교
평가 및 사업의 

효과검증

모니터링 위치결정
주기 및 시료채취방법결정

조사항목의 결정
강우사상의 결정

모니터링 계획<표 5.13-3>
ㅊ

구 분 방 식 내 용

측청방법 ∙육안검사법, 분석에의한 방법
∙육안조사에 의한 방법은 시료를 채취하여 육안상의 색
도, 탁도,냄새, 고형물 등을 관찰하며 분석에의한 방법
은 모니터링 등에 의해 직접적인 오염도를 측정

위치선정 ∙상류, 중간, 하류, 강우 측정지점으로 
구분됨

∙지점별 장단점을 구분하여 모니터링 측정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설치토록하고 강우측정지점은 
 모니터링 측정지점과 가능한 가까울 수록 좋다.

주기 및 채취방법
∙주기➜봄, 여름, 가을로 구분 
∙채취방법➜임의 및 혼합시료 채취

∙봄 4~5월, 여름8~9월, 가을10~11월에 시행
 채취주기는 선행건기일수 3일이상 시행

조사항목설정 ∙TSS 및 BOD를 포함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에 제시된 항목추가

∙공통항목의 경우 TSS, BOD, COD, T-N, T-P, pH, 
Turbidity 적용

강우사상 ∙최소3일(72)시간의 선행건기일수 
만족하고 10mm이상의 강우 대상

∙선행건기일수가 짧아질수록 강우유출수의 오염 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3일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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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평가방법<표 5.13-4>
ㅊ

구분 평가방법 산출식

부하량합산법(Summation of loads : SOL)

∙유입되는 부하량의 합에 대한 유출 
부하량의 합의 비율에 기초한 효율로 
정의된다. 즉 유입총부하량과 
유출총부하량으로 제거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평가방법으로 가장 적합

SOL에 의한 효율 = 1- 총유출부하
총유입부하

제거효율법(Efficiency Ratio)
∙일정기간동안 개별 강우사상에 대한 유입 
․ 유출EMC를 산정하고 각 EMC를 
산술평균하여 평균EM를 환산하여 이를 
제거효율계산에 활용하는 방법  

V : i기간동안 유량
C : i기간과 관련된
    평균농도
n : 강우사상동안
    측정결과 총수

평균농도법(mean concentration)
∙평균농도법(mean concentration)은 평균 
유입수 농도와 평균 유출수 농도로 
효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농도 의한 효율 = 1- 평균유출농도
평균유입농도

 5.13.3 저감시설계획
가. CSOs 저감시설 계획시 검토사항

∙ CSOs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부적인 시설계획 검토내용 및 절차는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CSOs 저감시설 계획수립시 검토사항<표 5.13-5>
ㅊ

사 업 단 계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지역 인문사회 일반현황조사
∙방류수역조사 : 수질 및 유량 조사, 상수원 현황 등
∙주요 관련계획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 정비계획,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등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현황
∙강우시 침수현황 및 하수도시설 운영실태조사
∙국내외 CSOs 및 SSOs 처리기술 및 사례조사

 CSOs
오염부하 
현황분석

∙대상지역 강우 Pattern분석 : 연간 총강우 발생량 및 계절적 강우량 분포 현황, 강우강도, 
지속시간, 선행건기일수 등 

∙유역의 특성 및 하수관거 시설 현황 조사
∙지역내 오염원 조사 : 생활오수, 공장폐수, 각종 비점오염원 등
∙강우시 월류수 발생 현황 분석
 -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과 월류빈도 및 월류량 관계의 수문학적 분석
 - 차집률 및 우수토실 등 차집관거 부속시설에서의 월류수 유출 실태 조사
 - 강우시 초과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일차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운영시 문제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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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s 저감시설 계획수립시 검토사항<표 계속>

ㅊ

사 업 단 계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시설기본 
계획수립

∙월류수로 인한 비점오염 부하 유출 특성분석 : 강우-유출 시뮬레이션을 통한 Pollutograph 
및 Loadograph 분석

Po
llu

ta
nt

 L
oa

d(
to

n)

Po
llu

ta
nt

 C
on

ce
nt

ra
tio

n(
m

g/
L)

Fl
ow

ra
te

(C
M

S)

Time

Loadograph

Hydrograph

Pollutograph

∙유출 분석을 통한 연간 월류량 및 오염부하유출량 검토
∙오염총량시행계획에 따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부하 삭감계획 수립
∙오염삭감목표량, 부지여건을 고려한 시설형식 계획검토
∙수문학적 오염부하 유출 분석을 통한 시설용량계획 수립
∙적정 차집량 유지를 위한 기존 우수토실 구조개량 방법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의 기대효과분석(수질오염 저감 및 침수방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검토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수립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진행 계획수립
∙대책시설에 대한 시설효율 및 수질개선효과 모니터링 계획수립

나. CSOs 관리대책

∙우리나라에서는 CSOs를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비점오염원 업무편람(2006. 
환경부)」)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우수유출수 관리시설에는 크게 저류형 시설, 침투형 시설, 식생형 시설, 장치형 시
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강우유출수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은 비점오염원의 저감뿐만 아니라 홍수 
방재를 위한 우수유출 저감기능도 가진다. 

 ∙대분분의 비점오염원 유출은 우수유출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수유출량이 저감될수록 비점오염원 저
감량도 증가하므로 대부분의 비점오염원 관리시설과 우수유출억제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기강우의 오염원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유형별 관리기술 종류는 다음 <표 5.13-6>와 같다. 관리유형
에 따라 적용가능한 초기강우 처리시설을 종류별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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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s 처리기술의종류<표 5.13-6>
ㅊ

관리유형 처리기술의 종류
저 류 형 ∙하수관거, 저류연못, 이중목적저류지(유수지활용), 인공습지, 지하저류

∙발생지 소규모 저류
침 투 형 ∙침투지,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집수정, 투수성 포장

식 색 형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처 리 형 ∙초고속응집ㆍ침전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접촉안정법, 폭기실라군법,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장 치 형 ∙Storm King, Downstream defender, V2B1, CDS, Stormfilter, Stormceptor, Sand Filter, Swirl 
장치, 수유입장치(오일/그릴분리 포함), Flush gate＊등

1) 저류형 시설
∙저류형 시설은 비점오염원 및 우수유출수의 유출저감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중의 하나로서, 유역의 말단
부에 설치되어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 
retention)”,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시설(On-site retention)”로 분류되며 하
수관거저류, 연목저류, 이중목적저류지, 인공습지, 지하 저류 및 지역내 소규모 저류방식으로는 건물간, 주차
장, 교정, 공원 및 지붕 저류 등이 있다.

2) 침투형 시설
∙침투시설은 우수를 지하로 침투되도록 유도하는 시설로서 주로 지표면이나 지하의 일정공간에 쇄석 등의 다
공질 매질을 충진하여 우수를 지표 혹은 지표면 보다 얕은 곳에서 불포화지층을 통해 분산 침투시키는 시설
물로서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법이다. 침투시설은 집앞의 뜰, 공원이나 녹지 등을 이용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보도나 주차장 같은 불투수면을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여 침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빗물이 수로에 흐를 때, 지하로 스며들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침투트랜치, 침투집수정, 침
투측구등이 있다. 우수저류시설은 침투유량을 저감시킬 수 있지만, 총유출량의 감소기능은 없다. 반면 우수침
투시설은 지반의 침투 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유출량의 절대량을 감소시켜 하류하천의 홍수 부담
을 경감시키는 것 이외에도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3) 식생형 시설
∙ 식생형시설은 우수유출수에 의한 피크유량의 감소와 비점오염원의 저감뿐만 아니라, 동ㆍ식물 서식공간 제
공, 녹지경관 조성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도시지역에서의 식생은 불투수성지역을 감소시키고 우수유출수의 
침투 및 고형물 포획 효과의 기능이 있다. 이들은 다른 물리적방법에 의해 집중처리되기 전에 우수유출수로
부터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방법으로도 적합하며 식생수로(Grassed swale), 식생여과대
(Vegetated filter strip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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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처리형 시설

∙고도로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우수유출수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수처리형 시설을 설치
하여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합류식 하수관거의 초기 우수 월류수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으므
로 처리되어야 하고, 분류식 하수배제시스템을 가진 도시의 경우도 우수관거가 상수원과 같은 중요한 수역으
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으며, 응집제 등을 이용하는 URC, 
ACTIFLO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식과 접촉안정법, 라군,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등의 생물학적 처리방식 
등이 있다.

5) 장치형 시설
∙우수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ㆍ화학적 장치를 이용하는 관리기술로서 스크린, 모래 
등을 이용한 여과형, 상품화된 제품(V2B1, Downstream defender, CDS) 등이 있다.

가) 스크린

∙ 스크린(bar racks and screens)은 비교적 큰 부유물이란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전 처리에 사용
되는 방법이나, 최근에는 Microstrainers 등이 있다. 특히 Microstrainers는 진흙과 같은 아주 작은 입자제거
에도 효과적이다.

나) 모래여과

∙모래여과(sand filter)는 무거운 고형물을 침전시키기 위한 우수집수장치와 여과실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유출
수는 우수집수장치로 유입되어 용량이 차면 모래가 채워진 여과실로 월류되어 여지를 통과해 여과실 바닥의 
유출수관으로 배출된다. 오염물질 제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저류시설과 조합하여 
설계될 수 있다.

다) 장치형 제품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많은 장치형 제품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적용 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주요장치는 우수유출수의 물리적인 흐름을 이용하는 경우, 여과, 응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대표
적으로는 V2B1, Downstream defender, CDS, Storm king 등이 있다.

나. 저감시설의 비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의「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별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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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비교(자연형 시설)<표 5.13-7>
ㅊ

구 분 시설사항 모식도

저
류
시
설

저류지
및

연 못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해 비점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

∙적용유형 : 유출부 소규모 연못, 이중목적 저류지, 연못형 
저류지, 연못형 이중목적 저류지, 다단계 
저류지, 소규모 저류지

지  하
저류조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 지상부는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시설

∙기존 빗물펌프장 내 저류조를 우수유출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를 활용하여 초기강우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이용가능

인공습지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분해, 식생식물에 의한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처리를 위한 얕은 늪 지역을 만드는 기법으로 
수질처리용량을 만족키 위해 소규모 영구연못 및 저류연장 
공간으로 구성

∙적용유형 : 얕은습지, 이중목적 얕은 습지, 연못/습지 
시스템, 소규모 습지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차집하여 불포화지층을 통해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

∙적용유형 : 침투도랑, 침투조, 침투저류지, 유공포장 등

식생형시설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 제공을 통한 녹지경관 
기능 제공

∙적용유형 :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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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비교(시설형 시설)<표 계속>

ㅊ

구 분 시설사항 모식도

여과형
시  설

∙유량조절 및 침전을 위한 구조물과 여재구조물로 구성
∙유량조절 및 침전구조물에서 큰 협잡물과 대형 입자성 물질 
제거 후, 여재구조물에서 용존물 및 부유물을 제거

와류형
시  설

∙수질처리용량을 유입시켜 와류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입자상물질의 급속침전을 유도하는 시설

∙기름ㆍ그리스, 부유협잡물 등은 상부분리 수처리되고 
침전된 입자상물질은 하부분리 수거처리

∙일반적으로 전처리시설에 적용

스크린형
시    설

∙스크린망의 여과ㆍ분리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

∙스크린 종류 : 고정스크린, 드럼스크린, 회전스크린 및 
              마이크로스트레이너

∙일반적으로 전처리시설에 적용

응집ㆍ침전
처  리  형
시      설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하여 부유물질 제거

∙약품투입부, 교반부, 응집부, 침전부의 공정으로 구성

생물학적
처 리 형
시    설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 후 미생물에 
의해 colloid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

∙강우유출수의 비연속적 유입 특성상 제한적으로 적용

 

∙ 비점오염원은 매우 광대한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발생원저감책의 경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발생원대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우시 유출수의 오염부하를 제어하여 
공공수역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처리기술 및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강우유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는 강우초기에 매우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초기세척효과(First Flush 
Effect)라 한다. 특히 강우초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초기우수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대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강우 유
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처리장치보다는 고농도의 오염물을 함유한 초기우수만을 선택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소형 처리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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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4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저감시설
가. 개 요

∙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시에는 부분적으로 합류식하수관거체계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으며, 이
런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합류식체계를 존치하여 합병식 하수관거체계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분
류식화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한다. 이때, 과도기 상태에서 CSOs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후 분류식화가 
완료된 후 CSOs저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수행 및 공사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1,2
단계)의 범위에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의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장래에는 방류수역
의 수질을 더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의 분류식화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공수역 수
질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에 관한 검토와 기 건설된 CSOs대책시설의 용도 전환시의 관리방안에 검토하였다.
나. CSOs와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의 성상 비교

∙ CSOs는 빗물과 오수가 혼합된 것이지만, 분류식 하수관거체계의 우수관거 유출수는 원칙적으로 빗물이 흐르
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비가 내려 노면 위의 오염물을 씻어 내려가므로 우수관거 유출수도 강우초기에는 
많은 오염물질을 포함하게 된다.

∙ 또한 청천시 쌓여있던 하수관거내 퇴적물이 우천시에 초기세척현상으로 씻겨 나오면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게 된다. 청천시 오수가 흐르면서 퇴적물이 쌓이는 합류식 관거와 청천시 건조한 상태에서의 분류식 우
수관거는 퇴적물의 성상이 다르게 되고, 오염부하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당초 
CSOs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고속처리시설 등의 시설들이 분류식 우수관거의 유출수를 처리하게 되면 이러한 
수질성상의 차이로 처리효율의 차이가 발생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 하수관거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사양 변화 뿐 아니라 관리 및 운영방식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 CSOs저감시설에서 전환된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저감시설의 관리방안

∙ 합류식하수관거체계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해결해야 할 수질문제에 따라 여러 형태의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CSOs) 오염부하저감방안과 시설의 마련 등을 복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처리시설은 유출수가 하수관거시스템을 떠나 방류수역에 유입되는 어느 지점에서나 위치할 수 있다. 만약 기
존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여 CSOs대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처리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일 수 있다. 스크린, 침전, 화학적 처리, 여과, 용존공기부상법, 소독 등의 처리 기술이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
류수 오염 저감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택될 수 있다. CSOs저감을 위한 저류시설과 처리시설은 한 지점에서라
도 공존할 수 있어 CSOs로 인한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계획, 설계, 시공,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360

제5장 하수관거 계획
∙ 한편, 분류식우수관거유출수는 CSOs와 비교할 때 오수의 포함여부를 제외하고는 그 오염원과 운반과정이 대
체로 비슷하다. 수질 측면에서는 CSOs의 경우 오수를 포함하므로 수질이 더 나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큰 비가 오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CSOs저감시설로 사용해 오던 시설은 
무엇이든지 분류식우수관거유출수 오염부하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 CSOs와 유사하게 분류식우수관거유출수는 그 발생원과 운반과정이 다양하므로 관리방법도 다양하며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와 같이 간단하게 처리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분류식우수
관거유출수를 하수처리 수준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처리에 있어서도 어느 한가지의 처리방법을 이
용하여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분류식 우수관거유출수에 대해서는 최적관리기술(BMPs: Best 
Management Practices)이란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분류식화 사업에 따른 CSOs오염
저감시설의 전환사용에 관한 개략도를 분류식화사업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분류식화 사업에 따른 CSOs오염저감시설의 전환사용 개략도<그림 5.13-2>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에서의 초기우수대책 분류식화 사업후 초기우수대책
 자료 : 분합류식 하수도월류수(CSOs)오염부하 저감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2007.11, 환경부)

∙위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류식체계에서 분류식체계로 전환되면서 CSOs오염저감시설은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오염부하 저감시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합류식하수관거시설의 요소들의 변동이 필요한 부
분들은 정리하여 다음에 나타내었다.

∙ 분류식화 사업에서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관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오수관거를 신설하거나 우수관
거를 일부 신설하여 기존 합류식관거는 보조하수관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신규처리
구역 구역이 확장된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 자연배수로를 사용하되 새롭게 오수관거만을 매설하는 오수분류식
을 채용하거나,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모두 새롭게 매설하는 완전분류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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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식화 사업후 CSOs 저감시설의 분류식 우수관거유출수 오염부하 저감시설로의 전환
<표 5.13-8>

ㅊ

합류식의 CSOs시설 분류식 전환후 시설 존폐 여부 운용방안

합류식하수관거
및 차집관거

우수관거 대체사용 기존관거를 우수관거로 활용하고 
오수관거를 신설함

우수관거 신 설 보조 우수관으로 신설

오수관거 신 설 오수분류식, 완전분류식

CSOs저감 저류시설 분류식 우수관거유출수의 
오염저감 저류시설 대체사용 기존 설계용량의 재검토 필요

운전방식의 변경 검토

CSOs저감 처리시설
(침전 또는 고속응집침전)

분류식우수관거유출수의 
오염저감 처리시설 대체사용 기존 설계용량의 재검토 필요시 

처리시설의 사양 변경

우수토실 폐쇄 또는
 장치형 처리시설

폐쇄 또는
신설

용지확보시
장치형 처리시설 신설

저류시설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의

 연결관

폐쇄 또는 유지 폐쇄 또는 유지
∙폐쇄: 별도 배관없이 인근수역
       으로 방류가능
∙유지: 인근수역이 멀리 떨어져
       방류관이 필요

맨홀펌프장에서 저류시설로의 
연결관 (필요시) 신설 SSOs의 저감대책으로 활용가능

하수처리시설 
최초침전지에서의 

바이패스관
하수처리시설 최초침전지에서의 

바이패스관 유 지 우천시 RDII로 인한 하수처리장 
유입수량 증가에 관한 대책

자료 : 분합류식 하수도월류수(CSOs)오염부하 저감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2007.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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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토실은 폐쇄하되, 폐쇄된 용지를 활용하여 장치형 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할 공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여 
장치형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한다. 

∙ CSOs오염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은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오염저감을 위한 저류시설로 활용하려면 기존 
설계용량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대체로 CSOs의 오염부하량이 더 크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
류시설의 운전방식은 CSOs오염저감을 위해서도 강우사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전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오염저감을 위해서도 운전방식이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CSOs오염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은 비가 그치면 저류유량을 합류식 하수관거 또는 차집관거로 양수 후 하수
처리시설로 운반되어 처리된다. 이 저류시설을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오염저감시설로 이용할 경우는 이를 
다시 하수처리장에 보내어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관로를 오수관거에 
연결하는 시공과정이 필요하다. 별도의 배관이 필요없이 또는 최소한의 배관으로 인근 수역에 방류할 수 있
다면, 강우 종료 후 저류시설의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를 방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저류시설과 간이
처리시설이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류된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를 간이처리 하여 방류
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오수관거의 맨홀펌프장은 분류식 하수도 월류수(SSO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우천시 특별한 경우 
불가피하게 SSOs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저류시설로 양수하여 SSOs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 합류식하수관거의 경우 차집관거에서 3Q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최초침전지에서 3Q를 1차 처
리하여 2Q는 수역에 방류하게 된다. 분류식화사업 완료 후에도 오수관거를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수는 우․오
수관의 오접 등의 발생 등으로 우천시에는 그 유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하수처리장의 최
초침전지에서 수역으로 방류하는 바이패스관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 저감시설

∙ 본 계획에서의 우수관거 유출수 저감시설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등은 별도 저감시설계획이 개
별적으로 수립된 바 금획 계획에서는 적용치 않았으며, 향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의한 분류식화 지역을 중심
으로 우수관거 유출수 저감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 또한 발생원에 대한 통합처리, 개별처리, 저류형, 장치형 등으로 입지조건과 경제성을 구분하여 시설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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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5 강우시 미처리하수 월류현황 및 계획
∙ 그간 하수도사업은 단기간의 집중투자로 하수도시설 보급⋅확충에 치중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 및 하천수
질개선 등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한된 재원과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청천
시 위주의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시 하수량 증가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미처리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의 미처리하수 발생원인은 수집, 이송단계에서의 우수유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와 하
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부족, 인식부족 및 TMS 방류수질기준 초과 우려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의 수집, 이송, 처리단계 하수도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대처방안을 검토하였다.

강우시 하수도 운영실태<그림 5.13-3>

가. 강우시 하수 수집
1) 운영현황

∙주민거부 및 사유지 통과 불가 등으로 인한 배수설비 미정비가옥 발생
 è 미정비 가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이송하기 위해 우수토실 미폐쇄

∙ 우수토실 존치로 강우시에 우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
  증가 및 유입수질 저하
 è 강우시에 미처리하수가 수역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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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책

∙ 분류식화 정비는 정비대상 가옥에 대해 배수설비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동의서를 확보
하여 사업효과 제고

 è 미동의 가옥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
∙ 분류식 관로 연결이나 배수설비 정비를 거부하는 가옥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배수설비 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è 우수토실 관리대책 수립
 è 우수토실로 유입되는 미정비 가옥의 발생오수는 건기시 차집, 강우시 차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배수설비 미정비 가옥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추진

나. 강우시 하수 이송(계획수립 단계)
1) 운영현황

∙ 분류화 정비에 따른 고농도 오수의 이송을 위한 오수간선관로 미설치
 è 고농도 오수를 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기 위해 별도의 오수간선관

로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
 è 강우시에 우수토실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고농도 오수 희석

∙ 오수간선관로로 활용시 기존 결함있는 차집관로에 대한 정비 부족
 è 차집맨홀 및 차집관로 파손 등에 의한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시

설의 유입하수량 증가
2) 대 책

∙ 분류식화 정비는 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분류식화 정비시에는 하수처리장까지 오수가 직유입되도록 오수간선관로 설치 또는 차집관로 정비 병행
∙ 이미 분류식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기존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오수간선관로로 활용
 è 우수토실 폐쇄 및 시설 개선(상류 이전, 차단수문 설치), 불명수 저감, 우오수 분리맨홀 설치 등 차집관로 정비
∙ 합류식 지역은 기존 차집관로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정비사업을 통해 불명수 저감 추진

다. 강우시 하수 이송(정비 단계)
1) 운영현황

∙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차집관로 등 종합적 원인분석 없이 지선관로 정비만 추진
 è 불명수 유입 원인에 대한 하수이송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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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는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의 대부분이 하천에 부설되어 있으나, 접근이 곤란하여 조사 가능구간
만 조사

 è 불명수 유입, 관로파손 등 직접적 정비대상 도출없이 매설연도, 관종 등을 기준으로 정비 시행
∙ 강우시 유입하수의 일부만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어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 이송기능 저하
 è 유입수문 조작으로 유입하수를 차단하여 차집관로 만관현상이 발생하여 맨홀 및 우수토실에서 월류 발생

2) 대 책
∙ 유량, 수질, 수온(동절기) 등을 조사하여 이송시설 실태분석을 통한 불량구간 도출
 è 유량증가, 수질감소, 수온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시
∙ 도출된 불량구간을 중심으로 상세조사 시행
 è CCTV조사(물막기)를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지점 및 관 파손지점 가시적 확인
∙ 실태분석에 기초한 목표설정 및 사업효과 제시
 è 확증된 불량구간을 대상으로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
∙ 재원협의 시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한 사업에 대하여만 국고지원여부 검토

라. 강우시 하수 처리
1) 운영현황

∙ 강우시 이송하수량 중 건기시 수준의 하수(1Q이하)만 유입·처리하고, 나머지 초과하수량은 하수량 증가에 
따른 운영 지장 및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우려로 유입 수문을 조작, 유입을 차단하여 방류(부적정 운영)

∙ 강우시에 부적정 운영으로 인해 강우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자료 부재 (방류량, 횟수 등)
 è 강우시 운영 실태가 관리되지 않아 방류수역으로 방류 또는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량 및 오염부하량 파악 불가
∙ 하수처리장에서의 유입하수 차단으로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의 만관현상으로 월류수 발생
 è 하수 월류의 원인 분석없이 월류 현상 해소를 위한 CSOs 저감 사업 추진
∙ 강우시 하수처리에 대한 경험 부족, TMS관리, 추가 처리에 따른 운영비용 상승 우려로 적정 처리 기피

2) 대 책
∙ 강우시 하수처리를 위해 합류식은 간이처리, 분류식은 관로 정비(불명수 저감) 우선 실시
∙ 미처리 하수에 대한 운영자료 관리 실시
 è 미처리하수 대책은 반드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사업협의 시 확인)
∙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평가를 통해 강우시 최대처리능력 확보
 è 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로 정비 설계 시 반드시 하수처리시설 능력평가 포함 시행
∙ 위탁 운영시 이송하수량 중 용량을 초과한 유입 하수의 처리에 대해서도 적정 운영비 지급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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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5.13.6 수원시 초기우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수원시는 현재 대부분이 합류식 하수배제지역으로 앞에서 설명한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로 인한 오염부
하가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CSOs 및 도시비점오염원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계획, 
추진중에 있다.
가. 기 계획된 초기우수 처리시설 검토

수원시 개발사업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및 삭감량<표 5.13-9>
ㅊ

구  분 배수면적
(m2)

처리량(m3/hr)
(5㎜기준)

발생부하량
(BODkg/일)

삭감예상량
(BODkg/일) 유역구분 적용방안 비고

광교비점저감시설(68개소) 8,715,550 43,590 707.5 277.543 원천리천 여과형

호매실비점저감시설(22개소) 2,059,200 10,296 194.76 24.552 황구지천 와류형

권선비점저감시설(5개소) 729,700 3,650 51.213 21.191 원천리천 여과형/유공포장

수원산단3단지비점저감시설 795,387 4,977 63.985 25.207 황구지천 여과형

신동지구비점저감시설 295,522 1,478 21.69 8.545 원천리천 여과형

영흥도시자연공원비점저감시설 595,862 2,979 3.133 1.897 원천리천 여과형/유공포장

광교지역난방공사비점저감시설 19,500 97.5 1.675 0.660 원천리천 여과형

영동고속도로비점저감시설 42,705 213.5 3.668 0.612 원천리천 자연형

삼성전자앞 도로 LID시설 17,741 88.7 1.524 0.301 원천리천 침투형화단 외

SK아파트비점저감시설 104,171 521 5.409 2.131 서호천 여과형

현대아파트비점저감시설 63,000 315 4.448 1.752 서호천 여과형

STX아파트비점저감시설 56,000 280 3.954 1.558 서호천 여과형

합  계 13,375,340 67,893.7 1,054.557 362.639
자료 :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2013. 6,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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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천 초기강우 5mm/hr 처리시설별 발생량 및 삭감예상량<표 5.13-10>
ㅊ

구  분 유역면적
(m2) 처리대상 처리유량

(m3/일)
발생부하량
(BODkg/일)

삭감예상량
(BODkg/일) 비고

샘내교우안 385,855 우수 1,929 24.914 9.815
동남교우안 200,653 CSOs 1,003 13.827 5.447
대월교우안 141,560 CSOs 708 9.755 3.843

청솔교하류우안 76,573 CSOs 383 5.602 2.207
한마루교우안 111,241 우수 556 7.666 3.020
샘내교좌안 4,439 우수 22 0.328 0.129
동남교좌안 271,459 CSOs 1,357 16.401 6.461
청솔교좌안 283,055 CSOs 1,415 19.506 7.684

풍림아파트앞 63,891 CSOs 319 4.403 1.735
영화천1 65,970 CSOs 330 4.826 1.901
영화천2 35,313 CSOs 177 2.583 1.018
합  계 1,538,728 7,695 102.402 43.260

자료 :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2013. 6,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서호천 초기강우 5mm/hr 처리시설 위치도<그림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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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관거 계획
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에 반영된 36개소 시설 검토

∙수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비점오염저감시설 36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재실
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재검토 한 결과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사업 추진
이 불명확 하였으며, 일부 시설에 있어서는 현 우수관로 상태에서는 집수유역이 불명확하였으며, 자연구배에 
의한 집수가 불가능하여, 향후 13개소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수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비점오염저감시설<표 5.13-11>
ㅊ

시 설 명 삭감예상량
(BODkg/일) 삭감방안 시설설치

가능여부 검토 결과
1 매미어린이공원 1.01 저류조 x 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
2 원천초교 앞 공원 4.57 저류조 x 고압선 매설부지

인접 부지에 별도 시설 공사중
3 매탄공원 6.90 저류조 x 산발적 우수관로 및 대상부지 레벨이 높아 

우수 집수 불가4 우만고가교 0.04 스크린형 o 도로변 침투화분 등으로 변경이 효율적임5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0.34 유공성포장 o 삭감량 재검토 필요
6 산드레미교 0.93 여과형 o 유역면적 축소에 따른 삭감량 감소

BOD 삭감량 : 0.135㎏/일7 일왕저수지 36.64 저류조 o 설계중8 부강빌라 앞 5.71 침투도랑 x 집수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
9 구매탄약수터 3.50 침투도랑 x 집수유역 불명확 및 대상부지 레벨이 높아 

우수 집수 불가10 펌프장 뒤 1.54 여과형 o 분산방류로 관거정비 선행 필요11 국민은행주차장 0.10 저류조 x 집수유역불명확, 제방과 인접
12 버드네경로당 옆  

어린이공원 1.28 침투도랑 x 집수유역불명확
12 매산천상류 1.99 저류조 x 집수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
14 방범기동순찰대  

권선연합새터지대 0.10 식생수로 x 집수유역불명확
15 세류연립빌라 앞 주차장 0.84 저류조 x 집수유역불명확, 부지내 집수 불가16 노외주차장 0.38 침투도랑 x 집수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17 공터(매세교상류) 0.12 여과형 x 집수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18 미나리농장 13.96 인공습지 x 집수유역불명확, 대상부지 사유지19 수원우체국 옆 4.56 저류조 o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시설 반영20 지혜샘도서관 공원 3.44 저류조 o 용량 및 삭감량 재검토 필요
21 영동고속도로  

교량(침투도랑1) 0.34 침투도랑 x 타 사업에서 비점시설 반영됨
22 보훈교육원 내 유수지 2.94 저류조 x 집수유역불명확, 저류지 기능 있음23 풍림아파트 앞 0.47 스크린형 o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시설 반영24 광교저수지 옆 도로 0.95 침투도랑 x 임야 및 도로유출수 대비 부지협소
25 영동고속도로  

교량(침투도랑2) 1.11 침투도랑 x 타 사업에서 비점시설 반영됨
26 북수원TG 교량 0.58 침투도랑 x 도로공사 협의 어려움27 서수원IC 2.35 식생수로 o 용량 및 삭감량 재검토 필요
28 지지대교차로 7.90 침투도랑 x 집수유역 불명확, 국방부 고압송유관 매설

로 협의 어려움29 보훈교육원 앞 도로 0.22 침투도랑 x 대상부지 도로공사 완료30 농협하나로클럽 2.34 침투도랑 o 침투도랑 적용불가, 저류조로 변경31 영신중유역(목장교) 1.78 저류조 x 대상부지 사유지32 곡반정동차고지 4.22 식생수로 o 부지, 용량 및 삭감량 재검토 필요33 일월초교 2.99 여과형 x 분산방류 및 가용부지 없음34 서호저수지 내 서호공원 24.58 저류조 o 용량 및 삭감량 재검토 필요35 일월저수지 8.41 저류조 o 부지, 용량 및 삭감량 재검토 필요36 입북동 삼정아파트 앞 13.41 침투도랑 x 대상부지 사유지소 계 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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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별 추가 설치방안 검토

∙ 수원시 목표삭감량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설치･관리방안으로 시설설치 대상부지가 국공유지인 유역을 중심으
로 현관거정비 상태에서 설치 가능한 유역을 우선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류식 관거 정비가 선행되어야 시
설설치가 가능한 유역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1) 원천리천 유역
∙ 원천리천 유역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
(2013. 6,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매화근린공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계
되어 공사중에 있다.

원천리천 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표 5.13-12>
ㅊ

구  분 처리
대상

배수
면적
(m2)

유역
현황

처리량
(m3/일)

(5mm기준)
발생부하량
(BODkg/일)

삭감예상량(BODkg/일)
비고저류형

(인공습지)
저류+
여과형

여과
시스템

소 계 7,073,800 455.774 38.346 87.336 179.55
매화근린공원 CSOs 819,200 도심,주택 4,096 59.935 4.594 11.484 23.610 공사중
머내생태공원 CSOs 365,600 도심,주택 1,828 28.300 2.169 5.423 11.149
매여울공원 CSOs 401,800 도심,주택 2,009 29.395 2.253 5.633 11.580

선주리들근린 CSOs 145,000 도심,주택 725 10.608 0.813 2.033 4.179
지혜의샘 주차장 우수 76,100 학교,주택 381 5.244 0.402 1.005 2.066
지혜의샘 공원 CSOs 193,100 도심,주택 966 14.947 1.146 2.864 5.888
남부버스차고지 CSOs 783,300 도심,주택 3,971 57.305 4.392 10.981 22.575
곡선교상류농지 우수 909,200 주택,농지 4,546 39.755 (6.460) 7.618 15.662
경수대로녹지 우수 96,100 도심,주택 480 7.439 0.570 1.425 2.930

망포지구 CSOs 1,048,900 도심,주택 5,245 63.579 4.873 12.183 25.047
망포동수원LG CSOs 191,200 도심,주택 956 14.800 1.134 2.836 5.830
산드레미교 우수 4,000 도로 20 0.344 0.026 0.066 0.135

매미어린이공원 우수 9,000 주택 45 0.620 0.048 0.119 0.244
벽적공원 CSOs 234,000 도심,주택 1,170 18.113 1.388 3.471 7.136

살구골공원 CSOs 888,800 도심,주택 4,444 58.225 4.463 11.157 22.938
황골공원 CSOs 908,500 도심,주택 4,543 47.165 3.615 9.038 1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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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천 유역

∙ 수원천 유역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수원천 초기우수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13. 10. 수원시)』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시설개요는 다음 <표 5.13-13~14>과 같다.

수원천 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표 5.13-13>
ㅊ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금 액
(백만원) 비 고

Ⅰ.
공
사
비

단계 공 종

우선시행분 고탁도 노면유출수 우수배제시설 1 식 485

1단계 협잡물 처리시설 와류형시설 9 개소 4,248

2단계

① 기존 CSOs처리지역 와류형시설 5 개소 2,687

② CSOs 처리시설 여과형시설 3 개소 5,739

③ CSOs 이송관거 D=600mm 1.34 km 951

④ 협잡물 처리시설 와류형시설 17 개소 8,791

소  계 18,168

3단계 하수처리형 시설 20,500m3/hr 1 개소 18,320

합   계 41,221

Ⅱ. 용지 보상비 1,623

Ⅲ. 설계비 2,863

Ⅳ. 감리비 2,841

총 사업비 48,548
오염부하 삭감목표 및 금회 오염부하 삭감량<표 5.13-14>

ㅊ

발생오염부하량
(BOD, ton/년)

오염부하삭감량(BOD)
비 고목표량 금회 삭감량

사업전 사업후 ton/년 %/년 ton/년 %/년
146.8 66.6 73.4 50.0 80.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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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계획(1단계)<그림 5.13-5>

 자료 : 수원천 초기우수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3.10,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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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계획(2단계)<그림 5.13-6>

 자료 : 수원천 초기우수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3.10,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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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계획(3단계)<그림 5.13-7>

 자료 : 수원천 초기우수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3.10,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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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호천 유역

∙ 서호천 유역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
(2013. 6,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일왕저수지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계중
에 있다.

서호천 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표 5.13-15>
ㅊ

구  분 처리
대상

배수
면적
(m2)

유역
현황

처리량
(m3/일)

(5mm기준)
발생부하량
(BODkg/일)

삭감예상량(BODkg/일)
비고저류형

(인공습지)
저류+
여과형

여과
시스템

소 계 8,757,350 509.328 39.039 97.6 200.65
정자2공원 CSOs 281,600 주택,학교 1,408 19.41 1.487 3.719 7.645

양지말어린이공원 우수 26,300 주택 132 1.812 0.139 0.347 0.714
일왕저수지 CSOs 2,877,000 도심,임야 14,385 161.582 12.385 30.963 63.655 설계중
서호공원 CSOs 2,628,000 도심,임야 13,140 181.101 13.881 34.703 71.345

평동펌프장 CSOs 140,000 주택,사업장 700 10.837 0.831 2.077 4.269
천천3공원 CSOs 105,300 주택,학교 527 7.256 0.556 1.391 2.859

수원우체국 옆 CSOs 495,300 도심,주택 2,477 34.163 2.619 6.547 13.459
풍림아파트 앞 CSOs 323,400 도심,주택 1,617 22.286 1.708 4.271 8.780

SKC첨단과학연구원 CSOs 1,227,200 도심,임야 6,136 48.069 3.684 9.211 18.937
동남보건대유치원 CSOs 653,250 도심,임야 3,266 22.812 1.749 4.371 8.987

4) 황구지천 유역
∙ 황구지천 유역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
(2013. 6,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계획을 반영하였다.

황구지천 유역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표 5.13-16>
ㅊ

구  분 처리
대상

배수
면적
(m2)

유역
현황

처리량
(m3/일)

(5mm기준)
발생부하량
(BODkg/일)

삭감예상량(BODkg/일)
비고저류형

(인공습지)
저류+
여과형

여과
시스템

소 계 6,484,000 175.763 15.033 30.423 64.652
오목배수펌프장 우수 382,700 산업단지,농지 1,914 26.42 2.025 5.063 10.410
황구지천 농경지 우수 4,000,000 농지 20,000 9.2 (1.495) (0.959) -

일월저수지 CSOs 1,132,000 도심 5,660 78.008 5.979 14.948 30.731
서수원IC 우수 141,000 도로, 녹지 705 6.124 - (0.638) (1.446)

당수동삼정아파트 CSOs 465,300 주택,농지 2,327 34.056 (5.534) 6.526 13.416
영신중목장교 우수 363,000 주택,농지 1,815 21.955 - (2.289) 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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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평면도<그림 5.13-8>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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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평면도<그림 계속>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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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물받이, 연결관 및 배수설비
 5.14.1 계획의 수립

가. 개 요

∙ 하수처리구역 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사유
지와 공공도로 경계를 기준하여 사유지 부분의 배수설비와 공공도로 부분의 연결관 및 그 경계부근의 물받이
(오수받이)로 구분되며,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교통부)」에서는 옥내배수설비 및 옥외배수설비를 
총괄적으로 배수설비라 정의하고 있다.

 ∙ 옥내배수설비 : 옥내에 설치되는 위생기구 등으로부터 통상 건물외벽 1.0m까지
                (받이가 인접한 경우는 받이 직전까지)
 ∙옥외배수설비 : 건물외벽 1.0m부터 또는 물받이가 인접한 경우는 물받이로부터 공공하수도등 까지의 배수설비

      - 택지 내 배수설비 ： 옥외시점부터 받이 직전까지
      - 연결부 배수설비 ： 받이부터 공공하수도 연결부까지

배수설비 구조도<그림 5.14-1>

∙ 하수관거정비사업 수행시 하수도 본래의 목적달성 및 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관거정비계획 뿐만 아니라 
옥외배수설비 및 연결관의 일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요구되므로(『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12. 10, 환경부)』) 본 계획에서는 물받이, 연결관 및 배수설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하수도시설의 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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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기준

배수설비 설계기준<표 5.14-1>
ㅊ

관련항목 내   용

연

결

관

재    질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및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관

부    설
∙본관흐름 방향에 대해 60도, 대구경관거는 90도로 연결
∙경사 1% 이상
∙연결위치 본관 중심선보다 위쪽
∙관경  D150㎜이상

본    관
연 결 부

∙접속관 또는 가지달린관 등을 사용

배

수

관

재  질 ∙암거는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사용한다. 

관   경

∙오수관

 단, 일부의 오수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연장이 3m 미만의 것은  관경 
75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합류관 및 우수관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미만 1,200 이상
관  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편과 같은 율로 관경 

또는 갯수를 증가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 3m미만의 것은 관경 75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
배수량
(㎡/일) 1,000미만 2,000미만 4,000미만 6,000 미만 6,000이상

관경(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좌편과 같은율로 관경 
또는 갯수를 증가

배수인구(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관경(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경사 및 유속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0.6~1.5m/s가 되도록 정한다.
최소토피 ∙최소토피는 건물의 부지 내에서는 2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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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ㅊ

관련항목 내   용

물

받

이

배    치

∙관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및 굴곡점에 설치한다.
∙관거의 내경, 경사 또는 관종이 다른 장소에 설치한다.
∙직선부에서는 관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물받이의 관경별 최대배치 간격
관   경(mm) 100 150 200
최대간격(m) 12 18 24

크기, 형상   
및

구    조

∙내경 또는 내부치수가 30㎝ 이상되는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제 및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하고, 깊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길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
깊       이 (㎝) 30~60미만 30~90미만 120미만 120~1,150미만

내경및내부치수(㎝) 30 40 50 60

부대
설비 특수받이

∙트랩(Trap)받이 - 배수설비용의 기구가 방취 트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방취 
                  목적으로 설치

∙드롭(Drop) 받이 - 관의 합류점에서 관저고에 극단적인 단차가 생기는 곳에 설치
∙청소구 - 오수관거에 오수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받이 설치가 
         곤란한 곳에 설치

부
대
설
비

쓰 레 기
차단장치

∙고형물을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 
(Strainer)을 설치한다.

방취장치 ∙관이 필요한 장소에 방취용 트랩(Trap)을 설치한다.
유지차단장치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 토 실 ∙토사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장소에는 적당한 용량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통기장치 ∙방취트랩의 봉수의 보호 및 배수관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펌    프 ∙지하실 등에서 공공하수에 자연유하로 배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펌프를 설치한다.

제 해 시 설

∙공장폐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관거를 손상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처리장에서의 처리능력을 방해하거나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제해시설을 설치하여 폐수의 종류에 따라 배출 전에 
처리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폐수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제해시설을 
설치한다.

   ① 온도가 높은(45℃이상) 폐수
   ② 산(pH 5이하) 및 알카리(pH 9이상) 폐수
   ③ BOD가 높은 폐수
   ④ 대형 부유물을 함유하는 폐수
   ⑤ 침전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수
   ⑥ 유지류를 함유하는 폐수
   ⑦ 페놀 및 시안화물 등의 독극물을 함유하는 폐수
   ⑧ 중금속류를 함유하는 폐수
   ⑨ 기타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폐쇄하여 처리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수, 사람, 가축 및 기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수

∙제해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적절한 처리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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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황 및 문제점

∙ 배수설비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배수설비의 일반적인 문제점<표 5.14-2>

ㅊ m

구 분 내   용
옥    내
배수설비

트랩
(Trap)

∙옥내설비의 트랩 설치율이 낮거나 불량으로 공공하수도로부터 악취가스 등이 실내로 
유입.

옥    외
배수설비

받이시설

∙오수받이의 인버트 및 밀폐형 뚜껑 미설치로 유기물 침적에 의한 악취 발생.
∙우수받이는 토사 등이 유입되므로 저부에 모래받이를 설치하여 하수관거로 토사의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나 우수, 오수받이의 구별없는 설치로 저부에 오물이 
침적되어 악취유발 및 원활한 흐름을 방해.

∙택지개발시 설치된 우‧오수받이의 유실, 주택건설시 훼손 및  공사시 부주의로 
연결관 막힘.

배수관 및
연결관

∙배수설비, 연결관, 하수관거 연결시 불량시공으로 인한 하수관거의 훼손, 통수단면 
감소, 연결관 막힘으로 인한 배수기능 저하, 

∙우오수 분류식 관거에 오접의 발생으로 침수피해 및 방류수역의 오염

정화조
∙정화조 상등액의 오수받이 유입으로 정화조 유지관리 비용 등 주민의 이중부담
∙정화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정화조 폐쇄의 어려움
∙일부 상가 및 아파트 등은 합병정화조(오수처리시설)이므로 폐쇄가 어려움.

악취발생 ∙대부분의 받이시설은 모래받이가 설치된 우ㆍ오수받이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기물의 침전부패로 악취가 발생.

마당내 수도시설 ∙취락지역의 일부는 마당 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

기 타 ∙기존 분류식 지역 중 배수설비 오접으로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

라. 개선방안
1) 배수설비 개선방안

가) 배수설비 유형별 개선방안

∙ 배수설비 개량시 적합한 설계기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개선방안이 되도록 현
황조사를 통해 분류된 배수설비 형태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되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1,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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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유형별 개선방안<표 5.14-3>
ㅊ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정비방안

단  독

주  택

TYPE-1
∙수세변소수 정화조 유입 
차단

∙오수받이 신설
∙오수받이 연결관 정비

TYPE-2 ∙배수관 및 연결관 정비
∙오수받이 신설

공  동
주  택

및
상  가

TYPE-3
∙수세변소수 정화조 유입 
차단

∙오수받이 신설
∙오수받이 연결관 정비

TYPE-4
∙수세변소수 정화조 유입 
차단

∙오수받이 신설
∙오수받이 연결관 정비

공  공
시  설 TYPE-5

∙수세변소수 정화조 유입 차단
∙오수받이 신설
∙오수받이 연결관 정비

기정비
주  택 TYPE-6

∙수세변소수 정화조 유입 차단
∙기설치 불량오수받이 교체, 
오접개선

나) 악취발생 제어설비 설치

∙ 공공하수도 또는 받이 시설로 부터 유입되는 악취방지를 위해 각 가정의 오수발생원인 옥내 위생기구에 트
랩을 설치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배수설비의 개량시 공공하
수도로부터 악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의 신설과 기존시설 개량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 배수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악취차단장치가 장착된 오수받이 제품을 설치
∙ 배수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 악취차단장치가 장착된 오수받이 제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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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비교검토<표 5.14-4>

ㅊ

구  분 봉수형 U트랩형 FLAP VALVE형

형  상

악취방지
∙배수관 말단부에 곡관을 
설치하고 물에 잠기게 하여 
악취침입 방지

∙배수관 말단부에 U형관을 
설치하고 내부에 오수가 항상 
잠기게 하여 악취침입 방지

∙배수관 말단부에 FLAP 
VALVE를 설치하여 
악취침입 방지

장단점

∙오수가 채워진 봉수부의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 필요

∙봉수받이 오물 퇴적
∙배수관 유지관리 곤란

∙U트랩부에 채워진 오수의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 필요

∙U트랩부에 오물퇴적
∙배수관 유지관리 곤란

∙시공이 용이
∙동절기 FLAP VALVE 
개폐에 문제발생 우려

∙이물질 부착시 VALVE 
고장발생

다) 저지대 가옥의 오수배제를 위한 검토

∙지형적으로 저지대 지역의 경우는 발생오수가 유하되는 지점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간선관거에 연결하는 
방안과 자연유하가 불가능시 오수펌프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방안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
여 계획하였다.

라) 마당 내 수도시설, 오접으로 오수관으로 우수 유입

∙ 우수는 우수계통(자연배제 및 우수배수설비)으로 유하하여 배제토록 계획하였다.

마) 신설 분류식 지역의 우수배제

∙기 부설된 합류식관거는 우수관으로 전환하고, 수리검토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통수능이 부족하거
나 역경사 등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국부적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바) 기존 연결관 폐쇄계획

∙ 배수설비 정비시 폐쇄되는 관에 대해서는 토사, 우수, 지하수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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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설비 정비에 대한 홍보
∙배수설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사용효과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설치 후 배수설
비의 역할 및 중요성 인식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수설비의 정비에는 주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배
수설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홍보방안으로는 반상회나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정
비의 필요성, 공사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
수설비정비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수설비 정비공사비 지원방안

∙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배수설비 정비는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인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수행할 경
우 비합리적인 이중투자가 될 수 있고 이는 배수설비정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보조 및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수설비 설치의 지원에 관한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국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적용한 사례와 관련법상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배수설
비 정비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단, 저지대 가옥의 오수배제를 위한 펌프 배수설비 설
치시, 설치비는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유지관리 비용은 수용가(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이는 홍보방안과 충분히 연계되어야 한다. 

4) 배수설비 정비 기술수준 확보
∙ 현재까지는 배수설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건축시 형식적인 설비로 생각되어 왔으나 배수설비의 인식제
고 및 생활습관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술수준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체 육성
  - 우․오수 배수설비의 표준화
  - 현실성에 부합되는 기술표준지침 수립 및 표준계통도를 작성하여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

청에 허가를 득 하도록 유도

5) 기타방안

∙ 현재 배수설비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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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수설비 문제점 및 개선방안<표 5.14-5>

ㅊ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옥
내
설
비

법적제도 및 
전문시공업체 

제도

∙옥내설비에 대한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필해야 하는 조항이 
없으며, 배수설비에 대한 
지정시공회사 제도 및 준공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공공하수도의 기능유지, 지역의
환경보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

∙선진국에서는 배수설비의 신설, 
증설, 개축 등 시공과 수세식 
변소의 개조공사에는 지정 
시공회사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미국 
및 일본)

∙공공하수도 관리자가지정한 
전문시공업체에서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법적제도가 필요함.

중요성 
인지부족

∙배수설비는 건축설비의 
여러분야중 그 중요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인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서로 
상이하여 배수기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계속적인 시민홍보와 
지정시공회사에 대한 교육 및 
법적제도로 규제

옥
외
설
비

설계분야
∙일반적으로 건축설비에서 시행
∙도로내 관로는 지자체에서 시행

∙설계자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설계제원을 정확히 파악 
곤란함.

∙배수설비 기준 작성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하수도 
시설기준(2005)」에 일괄 
수록되었음.

∙「하수도 시설기준(2005)」은 
건축설비분야에서는 잘 이용 
않음.

∙「하수도 시설기준(2005)」 
에서도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이를 이용키 곤란함.

∙배수설비 기준설정

우․오수
분리체계

∙택지 내에서의 우․오수분리 
체계로 시설한 후 연결부 
에서는 혼란이 야기됨

∙건축 및 공사사업 시행자 
들간에 우․오수분리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오접이 많은 
편임.

∙허가(준공검사)제도 도입

받 이
∙설계기준에 반드시 
우․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할 
세부규정이 없음.

∙공공택지 개발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우․오수받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나 개인별 
주택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허가 및 준공검사제도 도입

중요성 
인지부족

∙건축공사에서 옥외설비 공사는 
잡공사 또는 부대 공사로
인식되어 사업 시행자들에게
관심없는 공사로 간주됨

∙잡공사로 간주되어 시공이 
소홀함.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 제고

법적제도 및 
전문시공업체 

제도

∙옥외설비에 대한 건축법 상 
준공검사를 필해야 하는 조항이 
없음.

∙옥외설비는 건축설비 배관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중간단계로서, 건축공사와 
하수도공사의 중간단계에 있어 
양측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시행함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제도가 없음.

∙전문화가 되지 않아 오류발생이 
많으며 문제 발생시 법적 
제재방법이 없음.

∙준공검사제도 등 인․허가 
제도마련

∙전문시공업체 지정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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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수관
∙ 배수관 설치계획은 오수 및 수세 변소수를 별도의 분리된 배수관으로 배제토록 계획 
∙ 정화조폐쇄에 따라 정화조 유입부 상단에서 기존 배수관을 절단 후 신설 배수관으로 연결하여 오수받이로 
유입토록 계획하였으며, 

∙ 배수관의 관경은 D100㎜로 계획하고, 배수관의 토피는 건물 부지내에서 20cm 이상으로 계획하며, 적정 경
사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 기존 정화조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며 페쇄된 정화조는 가옥주가 처리토록 계획하였다.
7) 오수받이

∙ 오수받이는 외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PVC 및 PE 원형구조와 기성 콘크리트 원형구조의 3종류 오수받
이로 계획하였다. 

  - 콘크리트 오수받이의 경우, 협소한 도로내 받이 설치 공간 및 지장물에 의한 시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및 3가옥 이상의 받이와 받이를 연결하는 경우 적용하였다.

∙ 오수받이의 뚜껑은 외부충격에 견고한 주철제 뚜껑을 사용하였다.
  - PVC 및 PE 오수받이는, 주철제 보호뚜껑과 경질 염화비닐제의 속뚜껑의 이중뚜껑사용으로 수밀유지와 

악취를 방지토록 계획하였으며, 
  - 콘크리트 오수받이는, 누수 및 악취방지를 위해 고무링이 설치된 주철제 뚜껑을 사용하였다.
∙ 악취차단장치로 PVC 오수받이, PE 오수받이 및 콘크리트 오수받이내에 U-Trap 또는 봉수시설을 설치하였
으며, 오수받이내 퇴적방지와 오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인버트를 설치하였다.

∙신설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 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되 공사시 지자체 또는 
주민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오수받이 정비<표 5.14-6>
ㅊ 구  분 세    부    내    용

PVC, PE 
오 수 받 이

∙가옥내, 보도구간 설치
∙내경 D300~500mm의 규격화된 제품
∙다양한 인버트 및 단차로 오수의 퇴적방지
∙방취시설 설치, 주철재 외부뚜껑 설치
∙본관 연결을 고려하여 높이조절 가능

콘 크 리 트
오 수 받 이

∙도로의 중차량 통과위치, 오수발생량이 많은 구간 
∙내경 D500mm
∙주철재 뚜껑 이용
∙인버트 설치
∙방취시설 설치

8) 연결관
∙ 연결관은 유지관리 및 부유물질의 퇴적 및 침전으로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관경 D150㎜
로 계획하고, 

∙ 오수관거로의 접속 방향 및 각도는 관거내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급적 유하 방향에 대하여 
60°를 유지시키고, 접속각도는 90°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유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
록 경사는 1% 이상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 연결관과 오수관거의 연결부 구조는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 접합과 접속장치 또는 정자관Tee를 이용한 접합
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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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사업우선순위
 5.15.1 개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황, 지역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계획구역인 수원시의 하수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목표년도인 2035년까지
를 4단계로 나누어 처리분구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우선순위는 
현재 완료 및 진행중인 하수관거정비(1,2단계)사업, 지역현황 및 여건, 기존관거 현황, 각종 개발계획, 관거정
비의 시급성, 경제성,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하였으며 사업단계별로 합리적인 하수관거정비계획이 되
도록 하였다.

 5.15.2 평가기준
∙수원시 지역의 하수관거분야에 대한 정비계획은 다음과 같은 관거정비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관로부설의 시급
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단계 선정 및 사업우선순위 평가의 
기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기존 하수도 관련계획상의 사업우선순위 계획
  - 강우시 미처리된 월류수의 방류로 인한 방류수역의 오염
  - 관거의 통수능 부족
  -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예정인 지역
  - 인구밀집지역으로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지역(취락지역)
  - 상습침수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

세부평가 기준<표 5.15-1>
ㅊ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기존 하수도 
관련계획 ∙하수관거(1,2단계)정비사업상의 계획 참고․적정성 검토 후 선별 반영

관거 부실도 ∙수리용량계산 검토결과에 통수능 부족 발생 정도
∙관거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불량비 및 개‧보수 정도

방류수역 수질에의 
영향도

∙주요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정도
∙기존 합류식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류식화 사업 시행
∙하수관거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영향 정도

각종 개발계획 ∙관련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관련 개발계획의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
∙최근 택지개발완료 또는 하수관거정비 공사완료 지역의 경우 제외

미처리지역 ∙취락지역, 공장밀집지역으로 미처리지역의 경우 하수발생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상습침수구역 ∙상습침수구역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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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3 사업우선순위 평가
∙수원시의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항에서 설정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단계
별 사업우선순위는 다음 <표 5.15-2~3> 및 <그림 5.15-1>과 같다.

사업우선순위 평가<표 5.15-2>
ㅊ

처리
구역

처리
분구

사업
우선
순위

총점 기존하수도
관련계획 관거 부실도 방류수역

수질영향도
각종

개발계획 미처리지역 상습침수지역
100점 20점 23점 23점 14점 10점 10점

서호천 파장 1 80 20 18 22 14 6 - `

송죽 3 44 5 16 23 - - -

수원

호매실 1 56 10 21 5 14 6 -
영화 4 40 - 20 12 8 - -
화서 4 39 - 22 9 8 - -
고색 1 52 10 4 4 14 10 10

오목천 4 27 10 8 1 8 - -
매산 3 43 5 11 15 2 - 10
연무 2 50 10 15 7 8 8 2
팔달 3 44 5 9 6 10 6 8
세류 1 54 10 17 13 14 - -
인계 2 49 10 13 16 10 - -

장다리 1 63 10 19 14 10 - 10
이의 4 41 10 12 11 8 - -
매탄 3 43 5 7 17 10 2 2
권선 2 45 10 5 8 8 6 8

곡반정 2 45 10 1 18 8 6 2
공단 2 45 10 6 19 8 2 -
영통 4 41 10 2 21 8 - -
망포 3 43 10 3 10 10 6 4
입북 1 54 10 10 2 14 10 8
구운 4 40 - 14 20 6 - -
금곡 1 60 10 23 3 1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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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우선순위<표 5.15-3>

ㅊ

사업우선순위 처리구역 및 처리분구 선정사유

2016년~2020년
(1단계)

∙ 서 호 천 : 파장
∙ 황구지천 : 입북, 금곡
∙ 수    원 : 고색, 호매실, 세류, 장다리

 ⇨ 분류식화 정기가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가장 효율적인 지역

2021년~2025년
(2단계)

∙ 수    원 : 연무, 인계, 곡반정, 
             공단, 권선

 ⇨ 하수관거 노후도가 심하고 개량
    /신설이 시급지역, 하류지역

2026년~2030년
(3단계)

∙ 서 호 천 : 송죽
∙ 수    원 : 매산, 팔달, 매탄, 망포

 ⇨ 하수관거(1단계) 시행구간
    (2006년~2010년)

2031년~2035년
(4단계)

∙ 황구지천 : 구운
∙ 수    원 : 오목천, 영화, 화서, 이의, 영통

 ⇨ 하수관거(2단계) 시행구간
    (2011년~2015년), 분류식 택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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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우선순위도<그림 5.15-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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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우선순위도<그림 계속>

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