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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보고 개요

1. 우리 아파트의 저수조 내부에 설치된 수위감지 장치를 아는가?

  1) 시수 유입관로의 소손으로 사고시 고장구간을 폐쇄 할수 있는가?

    ◇상수도 메인 계량기를 잠글 수 있는 조작키를 가까운 초소와 관리사무소에 비치 완료

  2) 저수조의 유입수를 제어하는 자동제어 콘트롤러 및 레벨 센서의 상태 점검

    ◇주 1회 비상경보설비 작동 점검시 콘트롤러의 임의 조작으로 제어상태 점검 중

  3) 저수조의 유입 전단에 설치된 정수위밸브(전자/기계식 겸용)의 개폐상태 점검

    ◇정수위밸브 전자식 제어용 전자변에 시각표시램프를 설치

    ◇비상시 정수위밸브의 전자변 전원 차단용 셀렉터 스위치 설치

    ◇정수위밸브 기계식 비상제어용 볼탑 점검(년2회 저수조 청소시)

  4) 정수위밸브 자동제어 불가시 2차 저수조 유입밸브(피스텍밸브)의 작동상태 점검

2. 저수조와 급수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각종 경보 설비를 파악했는가?

  1) 기존 자동제어의 고장 경보 출력장치: 관리사무소, 관리초소, 당직실

    ◇주 1회 점검시 고수위와 저수위 경보 출력 상태 확인

  2) 추가 설치 비상경보 출력장치:  관리사무소, 관리초소, 당직실

    ◇주 1회 점검시 집수정 및 저수조내 센서의 작동 상태 확인

    ◇오뚜기 센서 사용시 경보 발령 수위에서 작동 할수 있도록 선로 고정부 수시 점검

    ◇오뚜기 센서 사용시 주변 설비의 간섭으로 작동 불가 상태 미연 방지

  3) 경보발령시 각 직원들의 대처 능력과 대처 방법의 습득 교육

  4) 고장시 현장방문 후 즉시 사고 파급 최소화 능력 교육

3. 저수조의 구조 및 특성과 내외부 상태를 파악 했는가?

  1) 저수조의 특성 파악 후 소손시 대처 능력

  2) 저수조의 용량과 적정 수위 등에 대한 이해

    ◇배관 내 에어유입방지 적정 수위

    ◇저수조 청소시 적정 조작 방법

  3) 저수조에 설치된 각종 설비의 이해

    ◇정수위밸브, 피스텍밸브, 토출측 밸브, 환기구, 점검구, 오버플로어 등

4. 물넘침 등으로 인한 침수의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가?

  1) 엔진형 양수기로 비치 및 시운전 등으로 대용량 배수 준비

  2) 엔진형 양수기용 연료 및 마중물 확보로 작동시 소요시간 최소화

  3) 흡입측 후드밸브의 적정개소 고정으로 흡입시 요동 방지

5. 관리사무소, 초소, 당직실의 비상경보 설비 및 비상사태 대응에 준비가 되었는가?

  1) 물넘침(침수), 화재시, 정전시 등 아파트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비치 및 교육

  2) 비상 사태시 입주민 안내용 방송문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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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 저수조 전극봉

   ◇ 저수조 및 급수시스템 방식: 고가수조가 없는 인버터 부스터 급수 시스템

   ◇ 저수조 수위감지 및 제어방식: 레벨센서(수덕레벨 SG-980C) 및 레벨 콘트롤러

   ◇ 시수유입 설비: 전자식 기계식 겸용 정수위밸브(125)

   ◇ 설치 및 교체연도: 입주 2005년 11월 설치, 미교체: 정상 작동중

   ◇ 점검: 년 2회 저수조 청소 후 물탱크 내부에서 센서 수동 작동으로 레벨상태 확인 중

저수조 내부 레벨 센서01 저수조 내부 수압방지 찬넬

저수조 내부 레벨 센서02 저수조 내부 레벨 센서03

저수조 레벨 콘트롤러 시수 유입 제어용 전자기계식 정수위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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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저수조 비상벨

   ◇ 비상벨(경보장치) 현황: 기존 설비자동제어 및 추가 비상경보 3개소

   ◇ 추가 비상경보 위치: 펌프실 집수정, 저수조실 집수정, 저수조 내부

   ◇ 추가 비상경보 방식: 무전압 A접점 오뚜기 센서

   ◇ 점검: 매주 수요일 수동작동 후 관리사무소 및 정후문 초소 경보 설비 상태 확인

펌프실 배수펌프 펌프실 배수펌프 집수정 추가설치 센서(오뚜기)

펌프실 배수펌프 집수정 센서 작동전 펌프실 배수펌프 집수정 센서 작동후

저수조실 배수펌프 저수조실 배수펌프 집수정 추가설치 센서(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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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실 배수펌프 집수정 센서 작동전 저수조실 배수펌프 집수정 센서 작동후

지하저수조 점검구 지하저수조 내부 추가센서 설치

지하저수조 내부 추가센서 작동 전 지하저수조 내부 추가센서 작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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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 집수정 추가센서 작동 시험 저수조 내부 추가센서 작동 시험

설비자동제어 및 추가설치 센서 판넬 설비자동제어 판넬(동작표시 및 비상정지)

추가 비상경보설비 판넬 기존 설비자동제어 PC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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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저수조 설치 현황

   ◇ 설치 및 보수현황: 입주 2005년 11월 설치, 보수현황 없음

   ◇ 구조: STainless Steel

   

지하저수조 용량산출근거 및 기타자료

법정용량

  ◇일반용수: 644세대 × 1.5 Ton = 966Ton

  ◇소방용수: 16Ton(스프링쿨러) + 13Ton(소화용수)=29Ton

    계: 955Ton

설계 및 유효, 실제사용 가능용량

  ◇저수조규격:(34.2×12.8×2.85)-(0.6×0.6×2.85×7EA)=1,240Ton

     (SUS 물탱크 외형치수 – 물탱크 내부 기둥 7EA)

  ◇저수조 유효용량: 1,240×0.85(85%)=1,054Ton

  ◇실제사용가능 용량: (34.2×12.8×1.95)-(0.6×0.6×1.95×7EA)=848.7Ton

    (급수배관 상부에서 오버플로우배관 하부까지)

배관 및 저수조 재질

  ◇급수 펌핑관: 스텐레스강관(KSD-3576)

  ◇배수 펌핑관 및 오버플로우관: 백강관 KS제품

  ◇저수조: SUS물탱크

기타

  ◇저수조 고.저수위 경보장치(기존자동제어)는 관리실 및 정문초소에 설치

  ◇추가 설치된 경보설비(집수정 2개소,저수조내부 1개소)는 관리실 및 후문초소

  ◇급수유출관 150A, 오버플로우관 200A, 배수배관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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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저수조 관련 이미지
저수조규격: (34.2×12.8×2.85)-(0.6×0.6×2.85×7EA)=1,240Ton

                                                                          길이 34.2 m

                                                  한폭  6.4 m
                                   전체 폭 12.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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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폭 12.8m / 길이 34.2m             
                                                     한폭  6m

                                      

                                                                            수고    최대높이 
                                                                           2.35m      2.85m

                                                                         

                                                                        0.4m

(34.2 × 12.8 × 1.95) ― (0.6 × 0.6 × 1.95 × 7EA) = 848.7 Ton
(급수배관 위쪽부터 오버플로우 배관 하부까지, 내부 기둥제외)

  2.35M                                                                  100%
     2M                                                                   70%
    

   1.5M                                                                   45%
  

   1.2M              ( 저수조 청소시 한쪽 사용 중 안전수위 )                32%
     1M                                                                   23%

    
    0.8M               ( 안전수위 : 급수관 상부에서 40Cm )                12.5%
   0.5M                                                                    1%
    0.4M                                                                 
                                                                                  
  
 

          1  M  → 37  %  →  435.24 ㎥
         10 Cm  → 3.7 %  →  43.5  ㎥
         10 %    → 27 Cm →  1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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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저수조 현황도면

                                                         

                                                                                            

 

                                                                             

                    A             피스텍밸브             B

                                                                    

                            피스텍밸브 비상 정지볼탑                            

                  (좌측)                  (우측)

                                                   

                                    정수위밸브
                           A        수동정지                B                               
                                      볼탑

                          A      드레인(100A)    B

소방펌프           급수펌프                소방펌프           급수펌프
연결밸브A          연결밸브A              연결밸브B          연결밸브B(150A)

                                                                                          수동 

                                                                                             바이패스

       Hi 경보                                    Hi 경보
                                                                                  정수위 
         Stop                                    Stop                              밸브
                                                                  
         Start                                    Start            

     Low 경보                                    Low 경보

                                                              소방     급수펌프    배수펌프     상수도
                                                              펌프     부스터     집수정     계량기
             수위레벨(좌)              수위레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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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외관(SUS) 저수조 외관(SUS)

저수조 외관(SUS) 저수조 개요 및 용량 등 기술자료 비치

저수조 개요 및 용량 등 기술자료 비치 저수조 개요 및 용량 등 기술자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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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후 내부 상태 점검 저수조 청소 후 내부 상태 점검

저수조 청소 후 내부 상태 점검 저수조 청소 후 내부 상태 점검

기존 2차 안전용 피스텍 밸브 기존 2차 안전용 피스텍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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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기 설치 현황

   ◇ 설치시기: 2015년 8월

   ◇ 사양: 윌로펌프, 6.5마력, GP30-A, 온양정 27m, 흡상높이 8m

   ◇ 연료: 가솔린, 18L 보유

전기실 기게실 입구 계단 설치 전기실 기게실 입구 계단 설치

연료(휘발유) 비치 토출측 배관 고정

흡입츨 배관 및 후드밸브 고정

마중물은 계단실 바로 앞 집적소 수전과 연결가

능 전용 호스 비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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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사무소 내부

     1) 기존 자동제어 경보 출력장치: 경광등 및 부져 2set

     2) 추가설치 비상경보(물넘침) 장치: 경광등 및 부져

     3) 상수도 계량기 잠금 밸브(옥외소화전 겸용)

     4) 비상대처 매뉴얼: 물넘침사고시, 화재발생시, 아파트 비상사태 대응매뉴얼

기존 및 추가설비 경보출력 장치 기존 및 추가설비 경보출력 장치(시험중)

기존 및 추가설비 경보 정지 장치 기존 설비자동제어 경보 출력 장치

비상대처 매뉴얼 등 부착 비상대처 매뉴얼 등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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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메인 계량기 잠금밸브 비치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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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직실(감시실) 내외부

     1) 설비자동제어 감시 및 설정용 PC

     2) 비상대처 매뉴얼: 물넘침사고시, 화재발생시, 아파트 비상사태 대응매뉴얼 부착

     3) 기존 설비자동제어 경보(PC 스피커) 및 추가 비상경보설비 부져

기존 설비자동제어 경보 및 제어용 PC 기존 설비자동제어 경보 및 제어용 PC 화면

기존 설비자동제어 저수조 수위 화면 추가 비상경보설비 출력 장치

비상 연락망 부착 비상 대응 매뉴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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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실(정·후문 초소) 내외부

     1) 기존 설비자동제어 경보 출력장치: 정문(경광등 및 부져)

     2) 추거 비상경보(물넘침)설치 출력장치: 후문(경광등 및 부져)

     3) 비상대처 매뉴얼: 물넘침사고시, 화재발생시, 아파트 비상사태 대응매뉴얼 부착

     4) 정문: 상수도 인입계량기 잠금용 조작키 비치

정문 초소 비상경보 외부 출력 장치 정문 초소 비상경보 외부 출력 장치

정문 초소 비상경보 내부 출력 장치 정문 초소 상수도 메인 계량기 잠금 조작키 비치

후문 초소 비상경보 외부 출력 장치 후문 초소 비상경보 외부 출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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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초소 비상경보 내부 출력 장치 후문 초소내부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부착

후문 초소내부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부착 정문 초소내부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부착



- 19 -

8. 비상시 조치요령 부착 현황

     1)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입구 벽체

     2) 정후문 초소 내부

     3) 당직실 내부

     4) 전기실,기계실 계단참 벽체           5) 기타: 비상사태 대응 안내방송문 비치

관리사무소 출입문 옆 벽 정문 초소 내부

후문 초소 내부 당직실 내부

비상사태 대응 안내방송문 비치 비상사태 대응 안내방송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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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물넘침 사고시 대처요령

1. 비상벨(기존시공설비 또는 추가설치 경종 등)이 울리면.

2. 옥외(조작키 배치) 또는 내부 시수 메인 밸브 닫는다.

3. 침수범위(전기실,기계실) 확인후  비상연락망 가동.

4. 담당자 지시에 따라 자체설비로 신속한 배수  또는 관련기관(동사무소,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등) 및 본사에 정확한 상황  설명 후 협조 요청한다.

5. 각종 전기,기계설비 점검후 해당조치.

6. 처리상황에 의한 각종 내용 등을 입주민 안내.

7. 담당자 사고 원인규명 및 복구, 조치후 서면 기록보관.

※ 주1회 이상 비상경보설비 및 각종 설비제어장치 시운전 및 노후 부품 필수정비.

도난 사고시(세대 및 차량) 대처요령

1. 입주민 연락/현장 방문 동시 → 경찰서(지구대) 신고

2. 현 상태 보존유지(관리업무 필요시 사진 촬영)

3. 다른 세대 피해확인(방송 및 인터폰 등)

4. 경계방송 및 근무강화

5. 시간대별 상황 상세 기록(일지 또는 별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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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대응순서

단계별 대응안 주의사항 및 사전준비

화재의 감지 

및 발견

1) 세대내나 공용부분의 감지기 작동

2) 최초 발견자 계단실 등의 발신기 수동 버튼 누름

3) 불이야! 불이야! 큰 목소리로의 전파

4) 공용부분 배치 초기 진화장비(소화기)로 소화 실시

각 구획의 발신기 정상 유지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배치 및 표시

화재경보 확

인 및 연동설

비 확인

1) 화재경보의 진위 및 각종 연동설비의 작동 확인

(유도등, 비상방송, 제연휀, 소방펌프류, 싸이렌 등)

2) 현장 상황 확인 요청 및 초기진화 지원 요청

(화재 현장내의 근무자 및 인근 근무자, 자위소방대 등)

3)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

(가스밸브 잠금, 방화문 작동, 승강지 정지 등)

각 경종(주,지구,부저)의 활성화

각종 연동설비 활성화 유지

근무자들의 화재시 대응법 교육

(소방훈련, 대응법 등)

소화기구류의 위치 및 작동법 교육

각종 비상연

락망 가동 및 

화재의 신고 

및 보고

1) 화재발생 및 초기진화 상황 보고 및 신고

(소방서, 방화관리자, 본사 등)

2) 화재의 상황에 따라 각 세대내로 비상방송

(별도 방송 서식 준비, 대피로 등 알림)

각종 비상 연락처 비치

방송설비 사용법 숙지

(비상방송 문안 비치)

화재시 피난 유도로 사전교육

인력보강 초

기진화 및 화

재피해의 확

산 방지

1) 소방서 등에 화재의 확산 재차 보고 및 신고

2) 비상 방송을 통한 화재 확산 알림 및 대피 독촉

3) 자위소방대 및 지원자들을 통한 소화전 작동

(소화, 대피, 경계, 복구, 의무, 후송 등)

4) 소방서 지원 차량의 입차 및 작업공간 확보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소방전용 차선 확보)

비상방송 문안 비치

(소방차통로,전용차선,화재부근차량대

피,피난안내 등)

각 지구별 소화전내 기구의 정비

소방펌프류 및 각종 밸브의 정상화 

운용

소방서 진화

업무의 지원

1) 화재의 발생, 초기진화 상황 및 현장 특이 상황 보고

2) 옥외 소화전 및 송수구 위치, 소방펌프류 상태 보고

3) 주민 대피상황 및 피해우려 상황  보고

4) 기타 관리사무소 지원 및 협조체제 보고

(소화기구류, 에어메트, 피난유도반, 의료반 등)

5) 화재 진화 현장의 입주자 등의 통제

소방계획서 구비(소방설비 위치 포함)

구급약품 및 스피커폰 구비

에어매트 이동용 우마 구비

위험 접근금지 표지(띠) 구비

화재 진화 후 

내외부 조치

1) 화재 진화의 경과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

2) 화재발생의 원인 제공자, 최초신고자 등의 신상 파악

3) 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4) 본사의 담당자에게 임시보고 및 차후 서류상 보고

5) 사용된 소화기구류의 정비 및 수선

6) 화재보험사 및 해당관청 필요서류 준비

현장 등 사진촬영

진술서 및 경유서 작성

소화기구류의 정기적 수선

소화기구 부족수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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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상방송(문)

구  분 제    목 비 고

비

상

사

태

화재

⦁화재감지기 오작동 확인시(지구경종,비상방송 출력)

⦁화재의심(타는 냄새) 접수시

⦁화재의심(타는 냄새) 원인확인 또는 화재 초기진압 후

⦁화재 발생(확인)시

⦁화재 진압 후

정전

⦁순간정전 발생(입주민이 인지할 정도)시

⦁한전 정전(예고 없는)시

⦁한전 정전 후 복전완료시

⦁자체 정전(단지내 사고)시

⦁자체 정전(단지내 사고-원인 판명시)시

⦁자체 정전(단지내 사고-원인 판명) 후 복전완료시

단수
⦁단수시

⦁단수 후 급수 정상화시

태풍
⦁태풍 발생 및 접근시

⦁태풍 직접 영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