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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개요

시공 공정

공정별 복합세척 장치 사양

시공 실적



용수 이송 배관에 발생된 각종 이물질과 관 내벽에 형성된 고착 이물질 즉, 산화 피막물 등을
제거하므로 용수의 정상 수송을 보장함과 동시에 잒류 이물질에 의핚 각종 기기 설비의 고장
을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핚 용수 수송과 유송 관리의 안정을 도모

• 대구경, 장거리 배관에 사용이 갂편
• 곡관부나 굴곡부에도 작업 가능
•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곢란핚 고형의 이물질 제어에 이상적
• 홖경을 젂혀 오염시키지 않는 기계적 방법
• 타배관 공법에 비하여 경제성이 매우 높음
• 세척수 처리장치에 의해 배출된 녹물 처리 가능
• 부식억제제 및 염소투입 장치에 의해 지속적인 효과 유지

• 압력식 유송배관의 클리닝 장치 (특허 등록 : 제10-0761368호)
• 상수관로 복합세척 방법 (특허 등록 : 제10-0832687호) 
• 상수관로 세척수 정화 장치 (특허 등록 : 제10-0864327호)



관 내부 세척 공정

Pig를 통핚 정기적 세척 기술

배출수 처리 공정

세척 후 배출된 녹물을 정화하기
위핚 공정

부식억제제/염소 주입 공정

부식억제제 주입에 따른 내부
부식 제어
염소 주입에 따른 관 내부 소독



밸브 조작 및 단수 작업

배수

런처 및 리시버 설치

관통 Test 작업

안내문 공지

• 관 젃단 후 대상 구갂에 PIG를 발사하고
수취하기 위핚 다기능 런처 설치

Cleaning 작업

Swabbing 작업

검사

• 연질의 Pig를 주행시켜 관 내부에 미세핚
잒류 이물질 제거

• 배관 내시경이나 CCTV를 이용하여 검사

작업 완료 및 통수

• 단수시기, 통수개시시기, 단수구역 등 기타
필요핚 사항을 3일 이젂에 일반사용자에게 공지

• 양 끝단의 밸브 조작으로 용수 흐름 차단

• 자연 배수 및 강제 배수

• 배관 내부의 Pig 통과 가능성 검사

• 관 내부에 Pig를 주행시켜 녹 및
이물질을 박리 제거

YES

NO

• Pig 런쳐를 클리닝 대상 배관에 연결
• Vent 밸브 Open 후 압력계의 압력이 대기압 상태에

있는지 확인
• 런처에 Pig를 밀어 넣고 Closure를 닫음
• Inlet 주입 밸브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Full Open 시키고 Cleaning 작업 개시

• Pig 리시버를 대상 배관에 연결
• Vent 밸브 Open 후 압력계의 압력이 대기압 상태에

있는지 확인
• 런처 측과 교싞하여 Cleaning 작업 개시
• Pig가 리시버에 도착하면 런처측과 교싞하여

Pumping Water의 인입 중지
• 압력계의 압력이 “0”이 되면 잒여 이물질 및 Pig 회수
• Cleaning 작업 후 모든 가배관을 첛거핚 후 원상태로 복구



배관 내벽의 라이닝층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며 소프트핚 이물질 및 슬라임 제거

• 드라이빙 헤드부 : 아프로피그 젂체를 이끌어 가는 젂단부
• 브러쉬 스크레이퍼부 : 배관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층을 부드럽게 긁어 내는 역핛
• 디스크 스크레이퍼부 : 브러쉬에 의해 제거된 이물질을 계속 밀고가는 역핛을 함과 동시에 브러쉬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부분을 긁어 내는 이중 크리닝 역홗

드라이빙 헤드부

브러쉬 스크레이퍼부 디스크 스크레이퍼부 <브러쉬 스크레이퍼부>



• PIG 가이드 장치로 인핚 정확핚 발사 및 수취
• 설치 각도에 따라 PIG발사 장치 및 PIG수취 장치의 기능 겸용
• 바이패스 배관의 설치로 누수탐지기, 수질감시, 약품투입 등으로 홗용 가능
• PIG의 통과 여부를 감지하는 PIG 통과 싞호기 설치

PIG 발사 및 수취 장치

PIG통과싞호기
바이패스배관

PIG가이드장치
<다기능 런쳐>



• 배출된 세척수 정화

• 원심력을 이용핚 1차 처리(부유물질 및 침강물 처리)

• 여재를 이용핚 2차 처리(색도 및 탁도 제거)

• 2열 선택여과 방식 채택
- 처리 용량 및 속도 조젃 가능

- 세척수의 특성에 따라 여재의 선택 용이

- 여재 교홖시 처리 중단 없이 연속 작업 가능

• 카드릿지 타입의 여과 장치 장착
- 처리효율 저하시 싞속핚 교체 가능

- 여재의 효율에 따라 교홖주기 선택 가능

첛이온 처리율 : 60% 이상
탁도 제거율 : 90% 이상
색도 처리율 : 80% 이상

1차 처리장치

2차 처리장치



• 부식 억제제 주입에 따른 내부 부식 제어
• 염소 주입에 따른 관 내부 소독

• 부식억제제 주입 방법 : 정량펌프를 이용핚 정량 주입, 퇴수시 흐르는 물에 연속 주입
• 염소 주입 방법 : 마지막 Pig 주입 후에 염소를 주입하여 5분 동안 염소 소독 실시



• 피그 세척시 수압 및 유량 실시갂 모니터링

• 관 내부 상태에 따른 피그 속도 제어 가능

• 수압 및 유량에 따른 피그 속도 상관관계 데이터 구축

• 피그 속도 제어로 관내부 라이닝층 손상 최소화 및 작업 효율성 증대

(유량계) (압력계) (실시갂 모니터링)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 사업소 (강동구 첚호2동)

- 관종 : DCIP
- 관경 : D=100mm

- 연장 : 102m
- 매설연도 : 1991년도 매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