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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안정 인 물 공 과 에 지의 효율  사용
을 한 단기 물 수요 측에 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용성을 검
토하고자 한다. 물 공 이 이루어진 요일과 특이일에 한 시계열 분석
을 통한 단기 물 수요 측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용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단기 물 수요 측알고리즘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시간 
측을 한 기  데이터 마이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서    론

  수요 측 분야는 경제성장, 시스템 보안, 그리고 경   계획 등 많
은 응용분야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왔다. 많은 응용분야  물 수요 측
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 인자에 의하여 특히 의존성이 높다할 수 있
다. 하나는 낮과 밤 동안의 인간 사회활동과 습 에 의한 것, 그리고 나
머지 하나는 날씨 조건에 따른 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요 
인자에 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물 수요 측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물수요 측을 기간별로 크게 구분하면, 장기 측과 단
기 측으로 나  수 있다. 장래의 수도시설의 건설 혹은 확장계획 등의 
년간계획을 결정하는 일을 목 으로한 물 수요 측을 장기 측으로 한
다. 한편, 수도시설의 합리 인 물 운용과 유지 리계획을 목 으로 하
루 는 시간계획의 물 수요 측을 단기 물수요 측이라 한다. 특히 국
토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감에 따른 장기 물수요 측은 일반
으로 양호한 측결과를 도출하 다. 그러나 안정 인 물 공 과 에
지의 효율  사용을 한 일별  시간별 단기 물수요 측에 한 연구
는 간헐 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용할 수 있는 수 의 결과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 까지 단기 물수요 측을 하여 ARIMA 모델을 
비롯한 뉴럴알고리즘, 그리고 칼만필터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1-3]. 본 
연구에서는 단기 물 수요 측을 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의 용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개요
  본 연구에서 검토된 상 사업장은 일일 공  가능한 수이 약 100 
만톤이며 수 인구는 약 200 만명인 정수장이다. 상 정수장은 그림 1
에서와 같이 취수장으로부터 유입된 유량을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배
수지 혹은 수용가로 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배수지  수용가에
서의 물 사용량의 합에 의한 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수장 유출 단
계에서의 통합 유량을 통한 단기 물 수요 측알고리즘을 도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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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통도

  2.2 물 공급량 분석
  A 정수장에서의 년간 물공 량을 분석하기 하여 2006년부터 2008
년까지 3년 동안의 물 공 데이터를 조사하 다. 그림 2는 일일 공 량
에 한 시계열도를 나타낸 것이며, 시계열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서의 물 공 량이 체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년도별 
평균 공 유량을 살펴보면 2006년도 44만톤, 2007년도 47만7천톤, 그리

고 2008년도 약 50만톤의 물이 공 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평균 으로 
약 3만톤 규모의 공 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추세선으로 나
타내면 다음 (1)식과 같이 1차 선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Y = 418333 + 100.66 * t                    (1)

여기서, Y는 용수 공 량, t는 일단 이다.
따라서, 식 (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하루에 약 100 톤 규모의 물 
공 량 증가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림 2> 일 유량 시계열도

  2.2.1 요일벌 유량 특성분석
  3년간의 물공  데이터에 하여 요일별 일원분산분석과 특이일에 
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표 1에서와 같이 평일과 주말, 그리고 
특이일에서의 평균값이 비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특이일에서의 휴일 후에 한 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평일의 물 사용
량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 요일별 일원분산 분석

수 N 평균 표  편차

월 153 479293 43765

화수목 458 476389 47967

151 476699 46080

토 151 470235 42019

일 152 467451 40845

휴일 6 474982 43351

설추석 19 416817 53819

휴일후 6 446332 48498

   2.2.2 시간대별 유량 특성분석
   계 인 변화에 하여 고려하지 않고 3년간의 시간 별 공 유량
에 하여 분석하 으며. 시간 별 그래 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물 공 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낮 12시경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일 
물 공 량의 최 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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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대별 일원분산 분석

  2.3 다중자기회귀 분석
   2.3.1 상관계수 선정
    다 자기회귀 분석을 하여 2006년과 2007년도 기상데이타와 공  
유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수집된 기상데이타는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 기온, 평균풍속, 상태습도, 일조시간, 운량, 강수
량, 설량 등이다. 공 유량과의 상 계수를 구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
과를 얻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 계가 높은 평균기온을 매개변수로 
선정하 다. 

  <표 2> 기상데이타 상관계수

기상 변수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 기온 평균풍속 운량

상 계수 값 0.304 0.316 0.320 -0.087 0.019

기상 변수 상태습도 일조시간 강수량 설량 일유량

상 계수 값 0.124 -0.021 0.013 -0.009 0.742

  2.3.2 다중자기회귀 모델
   일 공 유량을 측하기 하여 주요 상 계수를 평균기온과 일 
유량으로 선정하 으며, 요일 특성별 다 자기회귀 모델을 도출하여 각
각 분석을 실시하 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 자
기회귀 모델식을 도출하 으며 이의 추정오차를 산출하 다. 도출된 다
자기회귀식을 이용하여 2008년도 데이터에 용하여 측오차 결과를 
산출하 으며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요일별 일원분
석 결과와 요일별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용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
었다. 여기서 추정오차와 측오차는 각각 평균  백분  오차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Prediction Error)를 나타낸다.
  일 공 유량에 한 다 자기회귀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표 3> 다중자기회귀 모델식 오차특성

구분 회귀식 추정오차(%) 측오차(%)

월 126421+454*T+0.72*Q 4.58 4.0

화수목 135710+362*T+0.659*Q 3.02 6.65

토 118582+415*T+0.73*Q 4.25 3.8

일 176493+200*T+0.608*Q 4.59 4.38

휴일 3676271+2697*T-0.016*Q 8.59 8.96

월화수목 78295+312*T+0.823*Q 3.78 3.48

토일 110875+148*T+0.754*Q 4.04 3.51

6,7,8월 37527+3838*T+0.726*Q 3.82 4.56

여름외 기간 69002+81*T+0.846*Q 3.62 3.08

모든일 70072+234*T+0.841*Q 3.73 3.35

 2.4 데이터 마이닝 분석
  2.4.1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규모 데이터 장소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동 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규모 데
이터베이스를 구석구석 뒤져서 모른 채 넘어갈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패턴을 탐색하기 해 용된다[4].
 데이터 마이닝의 핵심 작업은 다음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측 모델링(predictive modeling)은 목표 변수를 설명 변수의 함
수 모델로 생성하는 작업으로서, 이산형 목표 변수에 사용하는 분류
(classification)와 연속형 목표 변수에 사용하는 회귀(regress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둘째, 연  분석(association analysis)은 데이터에 강하게 연 된 특징
을 설명하는 패턴을 발견하는 데 사용한다.
셋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은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측들은 다

른 군집에 속하는 측보다 더 유사하도록 긴 하게 련된 측의 그
룹을 탐색하는 것이다.
넷째, 이상치 탐지(anomaly detection)는 특징이 다른 나머지 데이터들
과 히 다른 측들을 식별하는 작업이다.

  2.4.2 이상치 탐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도입을 통한 다 자기회귀 모델식 도출을 
하여 이상치 탐지를 실시하 다. 이상치 탐지의 기 은 일 유량 비 
10 % 범 를 벗어난 경우 이상치로 설정하 으며 이를 통하여 다 자
기회귀 모델식을 다음 (2)식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치 탐지한 후 10 % 범 를 벗어난 경우 일의 유량값을 입
하 으며 이에 따른 추정오차는 기존의 3.73 %에서 2.92 %로 상당히 
낮아졌다. 한 측오차를 도출하기 하여 기존의 2008년 원시데이타
에 용한 결과 3.35 %에서 3.29 %로 다소 낮아진 결과를 얻었다. 2008
년의 원시데이타를 이상치 탐지를 통하여 데이터 마이닝한 후의 데이터
를 이용한 측오차는 2.94 %로 나타났다.

                  Qp = 41992 + 146*T + 0.905*Q               (2)

여기서, Qp는 측 유량이며, T는 평균기온, Q는 일 유량을 각각 나
타낸다.

  2.4.3 의사결정 트리기법 적용
   계 별, 월별, 요일별, 그리고 시간 별 특성분석을 통하여 단기 물 
수요 측을 한 의사결정 트리기법을 용하기 한 방안은 그림 4와 
같다. 계  특성  여름특성, 그리고 특이일  평일과 주말에 한 부
분으로 크게 분류하 다. 이는 세분화된 트리의 경우 유사 특징으로 인
하여 오히려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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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사결정 트리기법 적용을 위한 개념도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요일별 특성을 포함한 계  특성 등에 한 상
계수를 도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 자기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일일 유량의 평균  백분  
오차가 추정단계에서는 3.73 %에서 2.92 %로, 측단계에서는 3.35 %에
서 3.29 %로 양호해 졌음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의사결정 트리기법의 
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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