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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WWA 연차 컨퍼런스 참석 관련 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국제 학술회에 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공단 홍보와 국제 기술동향 파악

* 발표논문 : A Study on Risk Assessment Models for Maintenance of Wide

Waterworks Systems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 작 성 자 : 채민이, 정규정, 구문수

- 미국상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는 상수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하여 영국 수도협회와 함께 국제적인 선도 기관임. 상수도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과 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등에 대한 성과발표 및 기술교류를

위하여 매년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 & Exposition)를 통해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연구동향 및 최신 기술 자료 수집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기관 및 기술자 간의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공통

관심분야 기술협력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출장기간/대상국가 및 방문기간/인적사항

출 장 명 미국상수도협회(AWWA) 연차컨퍼런스(ACE19) 참석 · 논문 발표

출장기간 2019년 6월 8일(토) ∼ 6월 14일(금) (5박 7일)

출 장 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 /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진단본부 수리시설실
실 장 정 규 정

차 장 채 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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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기간 주요 상세일정

- 출장기간 : 2019년 6월 8일∼6월 14일 (5박 7일)

- 출장 주요 상세일정

날 짜 장 소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6/8(토)

(대한민국)
인천 20:40 ▷ 인천국제공항 출발(20:40) OZ212(국제선)

(인천→샌프란시스코)
UA2031(국내선)

(샌프란시스코→덴버)6/8(토)

(덴버)
덴버 전 일 ▷ 학회 전날 오후 도착예정(21:15, 15시간 시차)

6/9(일) 덴버 전 일
▷ 국제세미나(ACE19) 등록 확인

▷ 전문가 세션 참석(노후 시설물 관리 세션)

6/10(월) 덴버 전 일

▷ 개회식 참석

▷ 전문가 세션 참석

① 자산관리 세션

② 수도시스템 관리 세션

▷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부스 참관

6/11(화) 덴버 전 일

▷ 전문가 세션 참석

① 자산관리 세션

② 수도시스템 관리 및 보호 세션

③ 수도시설 설계 및 관리 세션

▷ 포스터 발표

▷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부스 참관

6/12(수) 덴버 전 일

▷ 전문가 세션 참석

① 자산관리 세션

② 시설 위험 및 복원관련 세션

▷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부스 참관

6/13(목) 덴버 전 일
▷ 덴버공항(08:00) → LA공항(09:27)

▷ LA공항 출발(12:10) UA1093(국내선)
(덴버→LA)

OZ0201(국제선)
(LA→인천)6/14(금)

(대한민국)
인천 17:35 ▷ 인천국제공항 도착(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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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과목 및 지출총괄표

- 예산과목

∘체제비/항공비 : 수탁사업비-보령댐/광역상수도 성능평가 및 제3회 정밀안전진단-여비

∘등록비/부대경비 : 수탁사업비-보령댐/광역상수도성능평가및제3회정밀안전진단-기술정보활동비

- 소요예산 및 지출총괄표

구 분

내부방침금액(A) 환율변경적용
차 액

(B-A)
비 고금액

(여비규정)

적용환율 :

1,150
결제일

변경환율

(결제일기준)

실지출금액

(B)

체재비

(A)

“나”지역

일비

실장정규정 210 241,500 06.03 1,204 252,840 11,340 　

실원채민이 182 209,300 06.03 1,204 219,128 9,828 　

소 계 　 450,800 　 　 471,968 21,168 　

숙

박

비

실장정규정 685 787,750 05.28 1,210 828,576 40,826 　

실원채민이 615 707,250 05.28 1,210 743,904 36,654 　

소 계 　 1,495,000 　 　 1,572,480 77,480 　

식비

실장정규정 413 474,950 06.03 1,204 497,252 22,302 　

실원채민이 343 394,450 06.03 1,204 412,972 18,522 　

소 계 　 869,400 　 　 910,224 40,824 　

총 계 2,815,200 2,954,672 139,472 　

등록비

(B)
Full-conference

실장정규정 1,050 1,207,500 05.20 1,205 1,280,852 73,352 - 실청구액: 1,060.5달러(비자1%)
- 환율: 1,204.8원적용
- 카드사수수료: 3,162원
- Total(청구액) : 1,280,852원/인실원채민이 1,050 1,207,500 05.20 1,205 1,280,852 73,352

소 계 2,415,000 2,561,704 146,704

부대

경비

(C)

여행자보험

실장정규정 　 　 　 　 49,640 　

실원채민이 　 　 　 32,750 　

소 계 　 　 　 82,390 　

비자발급

실장정규정 　 　 　 　 44,000 　 　

실원채민이 　 　 　 　 44,000 　 　

소 계 　 　 　 　 82,390 　 　

포스터 출력 　 　 　 　 64,342 　

총 계 400,000 229,122 -170,878

교통비

(항공)

(D)

항공료

2명

(정규정,

채민이)

3,109,000 3,109,000 05.16 　 2,567,400 [항공료]

(수수료포함) 　 　 140,000 [수수료]

소 계 3,109,000 2,707,400 -401,600

총지출합계(A+B+C+D) 8,739,200 8,452,898 -2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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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19 미국수도학회(ACE19) 출장내용

 □ ACE19 주요 일정

1. 개회식(Opening General Session)

∘ Climate Change in the Real World

- 내용 :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등 문제점 및 기술자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2. 전문분야별 기술세션

1) Advances in Water Treatment (고도정수처리, 13개 세션)

∘수질개건 및 고도정수처리 방향

∘망간 제거를 위한 수도시설 운영 전략 등

2) Asset Management (수처리시설 자산관리, 5개 세션)

∘성공적인 자산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계획

∘향상된 자산평가 실행의 이점 등

3) Distirbution Plant Operations & Management (정수 및 송수시설 운영 및 관리, 12개 세션)

∘수도 시스템의 수질영향 및 소독(염소 등)

∘응고와 필터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 등

4)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수도시설 설계, 8개 세션)

∘수처리 모델의 개발, 보정 및 비교

∘수도시스템 계획 및 설계 등

5) Managing Lead in Distribution Systems (수도 관리 및 분배시스템, 4개 세션)

∘부식제어 기술의 향상 및 평가 등

6) Potable Reuse (간이 재이용, 4개 세션)

∘부식제어 기술의 향상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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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tility Risk and Resilience (시설의 위험성 및 회복력, 5개 세션)

∘수도시스템의 위험 및 회복력 평가

∘기후변화 및 위험관리 등

8) Water Policy and Regulatory Actions (상하수도 정책 및 규정, 3개 세션)

∘미연방의 주요 정책 등

9) Water Quaility Challenges (수질 처리 문제, 6개 세션)

∘수도시스템의 위험 및 회복력 평가

∘독성물질 예방 등

10)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수자원 및 관리, 17개 세션)

∘수자원관리의 첨단기술 적용

∘도시지역 물이용의 미래 등

11) Water Utility Management and Leadership (수처리시설 관리 등, 13개 세션)

∘전세계적인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 고찰 등

3. 전문가 프로그램(Innovation Lounge) : 18개 세션

∘ How to Successfully pilot New Technologies

∘ Innovation in Wa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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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터 세션

1) Water Quality Challenges/Advances in Water Treatment/Membranes

(수질 개선/고도정수처리/여과처리) : 포스터 발표 29건

2) Fresh Ideas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상수 및 하수 관련 미래 기술 아이디어) : 포스터 발표 20건

3) Pipes, Asset Management, Design/Construction/O&M

(관로 자산평가, 설계/시공 등) : 포스터 발표 24건(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 : A Study on Risk Assessment Models for Maintenance of Wide

Waterworks Systems using Statistical Techniquse

∘발표자 : 채민이, 정규정

4) Water Resources/Research

(수자원 및 관련 연구) : 포스터 발표 18건

5. 전시회(약 500개 업체 참여)

∘ (국외) 수도관련 밸브, 배관 회사, 점검 및 유지관리 장비 회사, 수처리 관련 장비 회사 등

∘ (국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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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활용내용 요약

날 짜 주 요 활 동 내 용

6/8(토)
- 대한민국 : 인천국제공항 출발(샌프란시스코 경유)
- 덴버 : 도착(학회 전날 밤 도착, 21:15)

6/9(일)
[1일차]

① 미국수도학회 국제세미나(ACE19) 등록 확인
② 전문가 세션 참석(전일)
- 노후 시설물 관리 세션(Aging Infrastrucure Management)

6/10(월)
[2일차]

① 국제세미나 개회식 참석(오전)
② 전문가 세션 참석(오후)
- Asset Management 세션
∘ 주제 : What’s New in Condition Assessment?
- Management Lead in Distribution Systems 세션
∘ 주제 : Testing Evaluations and Implementing Corrosion Control
③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부스 참관 (오후)

6/11(화)
[3일차]

① 전문가 세션 참석(오전)
- Asset Management 세션
∘ 주제 : Planning for a Successful Asset Management Program Implementation
-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 주제 : The Future of Sustainable Urban Water Use
② 포스터 발표(오후)
-발 표 : A Study on Risk Assessment Models for Maintenance of Wide Waterworks

Systems using Statistical Techniquse
-발표자 : 채민이, 정규정
③ 전문가 세션 참석(오후)
-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 주제 : Water System Planning acd Design
-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주제 : New Risk-Based Approaches and Tools for Source Water Assessment and Protection

6/12(수)
[4일차]

① 전문가 세션 참석(전일)
-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 주제 : Estimating and Design Considerations for Pipelines
- Utility Risk and Resilience 세션
∘ 주제 : From Wildfires to Earthquakes, Water Systems must be prepared
-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 주제 : Planning acd Design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②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부스 참관 (오후)

6/13(목)
- 덴버 : 출발(LA 경유)
- 대한민국 : 6/14(금) 도착(17:35)

- 미국수도학회 국제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 세션이 있으며, 오전·오후 세션(약 3시간)별로 해당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함. 따라서, 전문가 세션의 참석은 상·하수도 진단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제 위주로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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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세부활용 내용

 □ 1일차[6/9(일)]

① 2019 미국수도학회(AWWA) 국제세미나(ACE19) 등록 및 전문가 세션 참석

○ 온라인(사전) 등록에 따른 참석자 확인 및 프로그램북 등 관련 자료 수령

(a) 국제세미나(ACE19) 등록부스 (b) 국제참석자 세션 참석(정규정, 채민이)

<2019 미국수도학회 국제세미나(ACE19) 등록 확인 및 국제참석자 세션 참석>

② 전문가 세션 참석

○ Aging Infrastrucure Management 세션

- 주요내용

☞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상수도관로가 교체되어 왔음. 매설된 많은 관로가 사용년수를

초과하였으며,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 1trilion,

약 1,000조원(1×1024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미국내).

☞ 미국수도학회가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수도사고율은 최대 27%까지 증가하고, 경과

년수가 증가한 관로는 사고율이 2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유타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관로를 교체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우며, 기존의 평가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이런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관로의 교체의 우선순위 판단시 수압과 관로의

탄성력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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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션(Aging Infrastrucure Management 세션)>

 □ 2일차[6/10(월)]

① 2019 미국수도학회(AWWA) 국제세미나(ACE19) 개회식 참석

○ 주요 내용

☞ 현재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런 현상에 대한 인류의 이해 등은 아직도

발전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의 문제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파악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투자와 인력투입을 통해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와 관련된 상·하수도시설의 기술 발전 및

대처를 통해 미래의 이상기후에 대비하여야 함.

<2019 미국수도학회 국제세미나(ACE19)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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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가 세션 참석

○ Asset Management 세션

(주제 : What’s New in Condition Assessment?)

- 주요내용

☞ AWWA에서 발간된 매뉴얼 M77의 수도관로 상태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최신의

누수탐지 기술 및 활용실적을 제시함. 최신 누수탐사 기술은 내부 및 외부 음향

기술과 GPR탐사, 적외선 열화상 장치, 전기스캐닝, 가스추적방식, 위성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이 있음. 아직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성에는 모든 누수탐지 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미국내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며, 회주철 및 덕타일주철관 교체를 위해 향후 25년간

0.5조 달러, 40년 후에는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가 요구됨. 관로 상태 평가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으로는 관로의 매설된 경과년수가 대다수 평가의 중점이

되나 경과년수 보다는 효율적인 설계가 수도관로의 더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파악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높은 부식환경에 노출된 회주철관에 대한 조사결과, 부식 방지 수단으로 폴리에틸렌으로

부식환경과 분리를 시킨 관로에서 부식이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결과를 도출함.

○ Management Lead in Distribution Systems 세션

(주제 : Testing Evaluations and Implementing Corrosion Control)

- 주요내용

☞ 콜로라도 보건환경부의 공공 수도시스템에 부식관련 지침 및 부식문제에 도움이

되는 시험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완벽하게 부식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 피치버그 상하수도부에서는 관내 부식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질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부식을 억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원수를 막여과를 통해 정수를 하고, 부식 방지제 등을 통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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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션(Asset Management 세션)>

<전문가 세션(Management Lead in Distribution Systems 세션)>

③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발표 참관

○ (기술전시회) 상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조직위

자료에 의하면 총 535개 업체 참여) 각기 분야별 부스를 운영

- xylem이라는 회사는 AWWA ACE19 행사의 주요 협찬사로서, 우리에게 관내시경

조사장비업체로서 익숙한 캐나다 퓨어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관 조사

분야, 자산평가 분야, 컨설팅 분야 등의 9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함.

- 전시회는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호응이 가장 컸던 행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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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ylem 회사 부스 (b) 6월 10일(월) 전시회 참여자

<기술전시회 모습들>

○ 현재 국내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지만 계속 정밀도를 높여 개선되고 있는

제품들 소개 부스

- 기존의 상관식 누수탐지기의 성능을 보완하고, 얻은 데이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 분석,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개선 기술을 전시한 GUTERMANN 社

- 누수음을 청음하는 탐지기 개선 기술을 전시한 SEWERIN 社

(a) GUTERMANN 社 상관식 탐지기 (b) 클라우드 활용 누수 탐지 기술

(c) SEWRIN 社 전자식 누수탐지기 (d) SEWRIN 社 청음식 누수탐지기

<관로 진단 기능개선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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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아이디어 상품 소개 부스

- 맨홀 뚜껑의 이탈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와 뚜껑 열음 및 닫음 시 불편함을 해소키

위한 유압실린더 부착 아이디어

- 중량의 맨홀 뚜껑 열음 및 닫음 시 작업자 허리보호 및 안전작업 확보를 위한 지렛대

원리 이용 아이디어

(a) 사각형 맨홀 뚜껑 (b) 원형 맨홀 뚜껑

(c) 지렛대 원리 이용 뚜껑 개폐기 (d) 개폐 원리 설명

<상수도 유지관리 아이디어 제품들>

○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필요한 수중조사 장비 소개 부스

- 현재 댐․항만실 및 상하수도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중구조물 조사 방법은 수중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여 스캔을 실시하고, 이상대로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직접 잠수부를 수중하로 잠수시켜 육안조사 하는 순서의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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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은 수중초음파 원거리 스캔의 불정확성 때문에 다수 경험자라도 직접 잠수에

의한 방법으로 재확인했을 시 틀린 결과를 보이는 것이 부지기수임.

- 따라서, 간편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중조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탐색

하여 왔음. 금회 전시회에서 캐나다 DEEP TREKKER 社의 DTG3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을 발견

- 장비 크기는 폭 325㎜, 높이 258㎜, 길이 279㎜, 무게 8.5㎏으로 콤팩트하나 심도

200m 까지 잠수 가능, 내장 밧데리로 12시간 운용 가능, 4K ULTRA HD 감도,

1.5노트(0.8m/sec)의 유속에서 자세 유지 가능, 쉬운 작동법 등의 적절한 성능과

1,000만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의 제품이 소개됨.

- 댐․항만 및 상수도 수중하 시설물 조사에 적합한 장비로 판단되며, 제품구매 여부를

평가 예정임

(a) 장비 크기 (b) 작동법 설명

(c) 장비 성능 토의 (d) 작동 용이성 직접 시험

<수중조사 장비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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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참관)

(a) 포스터 발표 부스
(b) 포스터 발표(Planning and

Implementing Water System) 참관

(c) 포스터 발표 참관
(d) 포스터발표(Disinfectant Byproduct Generation

within Residential Building Plumbing) 참관

<포스터 발표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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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차[6/11(화)]

① 전문가 세션 참석

○ Asset Management 세션

(주제 : Planning for a Successful Asset Management Program Implementation)

- 주요내용

☞ 약 50~10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수도인프라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 및 재무

지속성 등 단기 정책 결정을 위한 수도 인프라에 적용가능한 최신의 역학 모델을

개발하였음. 임금상승률, 기존 수도시설의 자본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

및 시스템 개선·보수를 위한 입찰시 입찰자간 담합 등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 뉴저지주 수도국은 2017년 수질 책임관리법에 따라 150년 또는 다른 적절한 교체

주기가 있는 수도시설(도·송수시스템, 펌프 등)를 개량·수리·보수·교체하기 위한

자산관리계획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설물의

위험성평가 및 교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는 세부사항을 제시함.

○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주제 : The Future of Sustainable Urban Water Use)

- 주요내용

☞ 용수 사용은 지난 100년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를 같이 관리하고 있음.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간과 환경에 모두 도움이 되는 물의 사용 및 재사용,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등에 대해 검토하여 미래 물사용에 대하여 여러 제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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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t Management 세션 분야 (b)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전문가 세션>

② 포스터 발표

○ Pipes, Asset Management, Design/Construction/O&M 세션

(발표 : A Study on Risk Assessment Models for Maintenance of Wide Waterworks

Systems using Statistical Techniquse)

- 주요내용

☞ 관로시설물은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보수·보강도 어려우며, 음용수로 사용되므로

수질에대한민원발생시사회적이슈가발생됨. 따라서, 현재는노후화된관로를보수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통해 관내부 세척, 갱생, 교체 등을 판단하고 있음. 다만, 갱생, 교

체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추가적인 지표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따라서, 그 지표로 관로시설의 통수량, 관 파손율,

단수시 복구시간을 고려한 리스크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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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 세션 참석

○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주제 : Water System Planning and Design)

- 주요내용

☞ 실시간 관망모델에 내경을 고려한 새로운 관망모델을 제시하여 수도관로를 교체한

몇몇 사례(회주철 및 덕타일주철관 교체) 발표함. 특히, 기존에는 수도관로의 내경을

고려한 교체 모델은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관로 내경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여

기존 관망모델과 차이점을 비교함.

○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주제 : New Risk-Based Approaches and Tools for Source Water Assessment and Protection)

- 주요내용

☞ 수원지의 원수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식수 공급으로

인한 오염방지의 가치를 재조명함. 특히, 수원지 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평가기법을 제시하여 수질적인 문제의 위험성 등을 고찰함.

(a)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b) Water Resources & Conservation

Management 세션

<전문가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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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차[6/12(수)]

① 전문가 세션 참석

○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주제 : Estimating and Design Considerations for Pipelines)

- 주요내용

☞ 소규모 관로, 신규 펌프 및 배수지 설계를 위해 통합된 관망모델로 복잡한 설계,

동시다발적인 시공을 실시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보여줌. 특히, 매우

복잡한 경우의 관로설계시에는 관망모델을 통한 설계가 예산상 많은 절감을 가져오는

이점들을 설명함.

☞ 오레곤주의 수도국(WWSP)에서는 10.2천㎥/일 용량의 상수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신 지진 표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 중으로, 1.0～1.6 m 직경의 관로를

매설함. 설계 및 시공 중인 사례에 대한 내용 설명함.

(주제 : Planning and Design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 주요내용

☞ 북부 휴스턴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시설 설계를 위한 적용된 5개의 물리적 모델링을

제시함. 또한 5개의 개별모델을 시설물의 용량에 다르게 적용하여 향후 설계 및

시공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함. 취수구의 최소 필요사항, 펌프 설치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여과시 표준 필터의 다양성 등을

발표함.

○ Utility Risk and Resilience 세션

(주제 : From Wildfires to Earthquakes, Water Systems must be prepared)

- 주요내용

☞ 뉴욕주의 중요한 수원지시설인 호수에서 최근 몇 년간 원수에서 독성물질인

시아노톡신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독소로 인해 수질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성이 검출된 물을 정수하여 음용한 지역에 대한 경과 조사에 대한 결과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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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rastructure Design and Project

Delivery 세션
(b) Utility Risk and Resilience 세션

<전문가 세션>

② 기술전시회 및 포스터 발표 참관

○ (기술전시회) 참여한 한국 부스는 2개(근래 설립된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한국관

부스를 운영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스 운영

- 물산업협회는 대구광역시 주도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설립한

협회임. 한국환경공단이 기관으로 참여하였고, 기술 기업은 누수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시한 ㈜코위드원, 초음파 유량계 및 수도미터를 전시한 자인테크놀로지(주),

다항목 수질계측기를 전시한 ㈜썬텍엔지니어링, 제수밸브와 버터플라이․공기밸브를

전시한 신진정공(주), 상하수도 기자재 및 해수담수화 설비를 전시한 효림산업(주),

상수도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기술을 전시한 수자원기술(주)의 6개 기업임.

- 6개 기업에서 상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업체는 2개 기업으로 먼저

㈜코위드원은 상수도 관 부설시 주요 누수지점인 관 이음부에 누수계측기를,

관 상단부에는 지층변위와 기계손상을 감지하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운영중 관

손상이나 누수현상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술을 홍보하였음. 외국에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운영비가 적어 투자 대비 훌륭한 성과를 보임을

자랑하였음. 국내 신규 건설되는 상수도에 적용 실적이 많다고 언급함. 장기적인

실적 및 효용성 증명시에는 국내 및 해외진출에 적합한 기술인 것으로 사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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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기업은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피그형 프로브가 상수관로의 내부를 이동

하며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 위치탐사(맵핑), 누수위치

탐지, 화상진단을 실시하는 기술을 전시한 수자원기술(주)임. 현재 기술로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관 위치탐사를 가능케 하는 신기술로 국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해외사와 상담을 진행중이라 함. 기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나 400㎜ 이상 관경의 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단수 조건에서만

적용가능한 단점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함.

(a) 한국관 부스 (b) ㈜코위드원 전시물

(c) 수자원기술(주) 전시물 (d) 전시물 특성 토론

<한국관 부스 운영 모습들>

-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솔, 테크윈, 복주, 동양수기산업, 알파엠텍, 미시간기술 등의

6개사와 공동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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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업체는 유솔로서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으로 명명한 소규모 관경의 누수탐사 기술을 선보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수탐지법(상관식 누수탐지계 활용)을 사용하여 먼저 넓은 범위에서

장시간 계측함으로써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을 넓게 파악하고, 이상징후 지역에

대해 많은 계측기를 장시간 계측하여 범위를 좁혀 탐지하는 방법임. 유솔의 장비

국산화 및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능력과 국내 외에서의 실적을 선전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적 장점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리고 본 기술은 소규경

관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성도 가지고 있음

(a) 한국수자원공사 부스 (b) 유솔 업체와 전시물 특성 토론

<한국수자원공사 부스 운영 모습들>

○ (포스터 발표 참관)

(a) 포스터 발표 부스 (b) 포스터 발표 참관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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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금년도 미국상수도협회(AWWA)에서 주관하는 연차컨퍼런스(ACE19)에서는 6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4일간의 기간 동안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전반에 걸친 학술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참여 각 회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기술전시회, 물 시음대회, 수도배관 연결 경진대회, 미국상수도협회 출간

자료 전시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됨.

- 세계 각국의 상․하수도 설계, 시공, 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기준과 관련된

많은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신의 기술경향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535개소의 부스를 선보인 기술전시회는 국내

물 산업계의 현재 수준에 비해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음.

- 공단은 국내 주요 상수도 시설의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으로써 상수도 강관의 효율적 유지관리 비용의 투자 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컨퍼런스 참여자로서 상․하수도 시설의 진단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시험,

안전성평가 방안, 자산관리 방안 등에 대한 학술발표 내용에 많이 참여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기술전시회에서는 외국 물 산업계의 기술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진단부서 종사자로서 진단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제품들, 국내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제품들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정 제품은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공단이 허락하신 국외출장으로 많은 경험을 얻었고, 앞으로 노력해야할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진단장비를 국내에 대행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나 국외에서 직접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

하는 업체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였음.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을 접함으로서 공단의 진단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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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이사항

- 국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도 외부 협력업체 또는 회원사의

제품, 진단장비 등을 국외에 홍보하고 있었으며, 대구시도 협력사로 같이 와서 대구시

상수도시설를 홍보하고 있었음. 공단에서 진단관련 내용(세부지침) 및 실질적인

장비를 사용한 기술력 전파, 연구를 수행한 매뉴얼 등을 홍보하여 공단의 위상강화

및 수도분야 기술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스설치(공단 별도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설치 가능)가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하수도실에서는 미국수도학회에 논문을 처음 제출하여 최신 기술습득 및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으며, 국외 상하수도 전문가와 인적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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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석등록증 및 증빙

<참석등록증(정규정)> <참석등록증(채민이)>

<참석등록증 패용(정규정, 채민이) - Internation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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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E-ticket) 및 영수증

항공권(정규정) 항공권(채민이)

항공권 영수증(정규정, 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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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바우처 및 숙박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정규정) 숙박비 영수증(채민이)

□ 등록비 영수증

등록비 영수증(정규정) 숙박비 영수증(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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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출논문(Ful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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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발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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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미국수도학회 프로그램

  1) AWWA 2019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01)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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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03)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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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터 발표 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