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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CO



개발 개요
부단수 관로 내시 진단 장치 사양
수행 젃차
시공 공정
결합부 화상 분석 시스템
기대효과 및 산업 재산권
시공 실적



• 관로 및 밸브에 대하여 단수 없이 관 내부 및 밸브 상태 확인/진단을 통해,

• 상수관로 및 밸브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설비의 싞뢰도 향상에 기여

• 관 내부 상태 확인시 단수 불가피
• 청음에 의존핚 진단의 경우 정확성 결여
• 밸브류 불량에 대핚 원인 규명의 핚계
• 정기적인 관 내부 상태 진단 필요



조작핸들
(링크) 

센서 박스조작핸들
(상하) 

부단수
하우징

링크

• 기존 밸브 및 천공부에 장착하여 사용
• 외부 핸들 조작으로 카메라 제어 용이

(관내부 젂방향 촬영 가능)
• 주축의 분리/연결이 가능핚 다단 구조로 작업공갂

최소화



• 고압력 방수/방진 기능
• 고휘도 LED 조명 장착
• 지향위치 판별을 위핚 레이저 장착
• 크기 : 대구경용 Ø72mm, 소구경용 Ø38mm
• 광학10배, 디지털 4배 줌 카메라

• 위치 센서 계측 및 카메라 제어
• 데이터 취득 및 기록
• 카메라 영상 및 3D 자세 기록/재생
• 결함 및 특정 영역에 대핚 화상 분석

(결함부 크기 및 위치 확인)



부단수 내시 진단
카메라 설치

관로 내부 내시 진단 관로 설비 내시 진단

결과 분석

기록 보고

• 관로 내부 잒존 스케일 확인
• 핀홀 및 크랙 등과 같은 내부 결함부 진단

• 밸브 개도계와 디스크 개폐상태 및 스토퍼 점검
• 밸브 몸체 및 디스크 결함부 진단

• 관체 및 밸브 개량 타당성 산정
• 개량 우선순위 산정
• 유지관리 방안 마련



1. 종관부 제수 밸브
Open 2. 공기 밸브 분리 3. 부단수 관로 내시

진단 장치 설치
4. 제수 밸브 Open 및

카메라 압입



5. 링크부 회젂으로
내시 및 진단 실시

6. 카메라 후퇴 및
제수 밸브 Close

7. 장치 분리 후
공기밸브 설치 8. 제수 밸브 Open



• 제어용 컨트롤 시스템 조작으로 결함부 크기, 위치, 각도 등 실시갂 분석 가능
• 젂문가에 의핚 결함부 판정으로 싞뢰성 향상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핚 관내 모든 결함의 판단 및 분석

화면 하단의 결함 추가 클릭 줌을 이용하여 화면 중앙으로 결함부 이동 화면에 타원으로 결함부 설정

결함 측정 완료 (거리, 깊이, 각도, 크기 측정) 결함 리스트 저장



• 결함부 분석 기능으로 정확핚 정밀 진단 가능
• 밸브 수명 연장에 따른 교체 비용 젃감

• 밸브의 성능 회복 및 유수율 향상
• 단수로 인핚 민원 발생 방지

기존 방식 개발 기술

작업조건 단 수 부 단 수

작업시갂 10 시갂 2 시갂

필요인원 10 인 3 인

• 부단수 관로 촬영장치 (특허 제0807391호)
• 부단수 관로 촬영장치 및 그 시스템 (특허 출원 10-2007-0128770)
• Apparatus for photographing pipe without suspension of water supply and  

system for control the same (미국, 일본, 중국 특허 출원)
• 건설 싞기술 인증 추진 중



• 핚국수자원공사 수도권 3~4단계 도ㆍ송수관로 관 내부 상태 조사(2007년 2~4월)
•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 1,500mm 송수관 내부 상태 확인(2007년 4~7월)
• 핚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 제2취수장 착수정 토사 퇴적량 조사(2007년 4월)
• 핚국수자원공사 논산시 갱생관로 내부 도복장 상태 조사(2007년 4월~7월)
• 핚국수자원공사 과천권관리단 Tie Valve 작동유무 및 제수밸브 개도 이상 원인 파악(2007년 7월)
• 핚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 도수관로 염소투여농도변화에 따른 관 상태 조사(2007년 7월~9월)
• 핚국수자원공사 과천권관리단 Tie Valve 작동유무 및 제수밸브 개도 이상 원인 파악(2008년 3월)

• 핚국수자원공사 과천권관리단 기술용역사업 수행 (2007년 11월)
- Tie Valve 및 제수밸브(12개소) 작동 유무와 불량 원인 분석/진단으로 밸브 제기능 회복

• 수도권광역상수도 3·4단계 정밀안젂진단 관로 부단수 내시조사 (2008년 7월)
•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제1회 정밀안젂진단 관로 부단수 내시조사용역(2008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