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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도의 3대 목표인 수량의 

안정적 공급, 수질의 안전성 확보, 수압의 균등

성 확보라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환경변

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이 만족하는 수도”,“ 효율적인 수도”,“ 스스

로 발전하는 수도”,“ 환경친화적인 수도”,“ 글로

벌 수도”의 5개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수립

하였다(환경부, 2006).

상수도의 3대 목표 중 수압의 경우 관망진단매

뉴얼(환경부, 2007)에서는 배수관망에서 최대동

수압을 500 kPa, 최대정수압을 700 kPa, 상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최소동수압의 경우 150 kpa로 규

정하고 있다(환경부, 2010). 수압의 경우 배수관

망의 평가 및 성능개선에 있어서 관망상태를 평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

압 데이터의 수집주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아직

까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수관망에서 수압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데

이터의 수집 주기가 다르다. 국내의 경우 배수관

망 해석을 위해서는 각 측점별 48시간 이상의 수

압(㎏f/㎠ 또는 m)의 변동을 측정하여 주간 및 야

간의 수압을 조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유지관

리의 경우 U시는 1분 데이터, S시 10분 데이터, 

D시 10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수관망을 유지관

리 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수압데이

터는 15분의 샘플링 간격을 적용하고 있다(Wu, 

2009). 또한 Waterwise@sg의 경우 상수관망 내

에서 Burst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Wavelet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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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수리해석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 

2 khz(1초에 2000회)의 수압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Whittle, 2011). 이처럼 상수도에서 

유지관리, Burst Detection 등 사용 목적에 따

라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를 다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가 짧

을수록 데이터 저장용량 및 전송방식(시간 동기

화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2 khz의 경우로 

한달 정도 자료 저장시 10 Gbyte 정도, 10분에 

1회씩 한달간 측정한다면 약 8640 byte 정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2 khz 대비 약 1,200,000

배 정도의 저장공간이 차이가 난다. 

단기간의 측정자료로 짧은 샘플링 레이트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데이터의 샘플링 레

이트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유의성 분석을 통하여 2 khz의 샘플링 

레이트 대비 단기간의 측정 샘플링 레이트 선정 

및 비초과확률을 통하여 2 khz 대비 최적의 샘

플링 레이트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상수관망 시뮬레이션 테스트랩은 실제 상수관

망에서 발생되는 이상을 재현해 그 원인과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1 상수관망 시뮬레이션 랩

상수관망 시뮬레이션 랩은 관 연장 50 m, 외

경 80 mm, 관 두께 1.7 mm,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격작용과 실제 누수를 모사하

기위한 3 way valve, 가정사용수량 모사를 위한 

볼 밸브등이 포함되어 있다. FRP물탱크의 직경

은 150 cm H.W.L=100 cm 총 용량은 1.767 ㎥

으로 자연유하식으로 설계 되어 있으며, 시스템 

내에 총 수두는 약 6.6 m이다. 상수관망 시뮬레

이션 제원은 Table. 1에 상세히 나타냈다.

수격작용 발생장치는 일정한 수격 작용을 발

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Upstream end에서 

1 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실제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모사하기 위해 80 mm 배관

에 3 Way 밸브, 누수 위치 실험을 위하여 17.3 

m 지점에 누수지점 1, 44.7 m 지점에 누수지

점 2를 설치하였다. 수압 측정을 위해서 0.04 

% 정확도를 갖는 수압계(UNIK5000, GE)가 

유입부 유출부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최대 5 

khz까지 데이터를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설계 되

어 있다. 유량계(AT868, GE)는 ±0.5 % 정확

도를 가진 초음파 유량계, 전자동 제어가 가능

한 솔레노이드 밸브, 유속 및 유량 제어를 위

한 비례제어 밸브(D.H.C Valve, 대한)로 구성

되어 있다. DAQ(NI, USA)시스템은 데이터 측

정(Maximum Sampling frequency of 5 kh/

channel) 및 밸브제어 등을 위하여 4 ch로 구

성되어 있다. 상세 설계도 및 실제 사진은 Fig. 

1,2에 나타냈다.

2.2 연구 방법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최

소 유속 0.3 m/s를 유지한 채 다양한 샘플링 레

Node1 Node2
Length

(m)
D

(mm)
관종

탱크 upstream end 3.1

80
아연도
강관

upstream end 유량계1 1.7

유량계1 수압계1 0.6

수압계1 곡관지점1 2.5

곡관지점1 곡관지점2 7.8

곡관지점2 leak1 1.6

누수지점 1 곡관지점3 4.2

곡관지점3 3 way valve 3.9

3 way 밸브 곡관지점4 3.9

곡관지점4 곡관지점5 6

곡관지점5 곡관지점6 7.8

곡관지점6 leak2 1.6

누수지점 2 유량계2 0.1

유량계2 수압계2 0.6

수압계2 곡관지점7 2.2

곡관지점7 Downstream end 2.4

Total 50

Table 1. WDN Simul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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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로 수압을 측정한다. 2 khz에서 측정된 수

압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측정된 수압 데

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T-검정, 비 

초과확률의 확률·통계 방법을 이용한다.

2.2.1 T-검정

모집단의 모수의 값이나 확률분포에 대하여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의 성립여부를 표

본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통

계적 가설검정(Statistical Hypothesis Test-

ing) 혹은 가설검정이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사용되어진 검정방법인 t-검정 절차로는 귀무가

설(H0)과 대립가설(H1)을 세운 후 2 khz로 산

정한 평균수압과 다양한 샘플링 레이트로 산정

한 평균수압간의 유의성이 없다는 것을 대립가

설로 채택한다. 상관의 개념은 두 개 혹은 그 이

상의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변인들이 상호관련 된다는 진술로써 설명된다.

상관특성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한 STATIS-

TICA(Statsoft, Inc, Tulsa, US)는 데이터 분

석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3개의 업체 중 하나인 StatSoft, Inc.의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

TISTICA 7.0을 이용하여 두 개의 인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하나의 표본에 두 가지

의 가설 중 어느 쪽이 보다 그럴 듯한지(가능

성이 높은지)를 주어진 데이터에 의거해서 확률

적으로 판단한다. 가설 0을 귀무가설(null hy-

pothesis)이라 하고, H0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

낸다. 다른 한편의 가설 1을 대립가설(alterna-

tive hypothesis)이라 하고, H1이라고 하는 기

호로 나타낸다. 

2.2.2 비초과확률

비초과확률 분석이란 자료치 계열을 이론적 

확률분포형에 맞추어 그 자료가 대표하는 사상

의 발생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서는 자료치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자료의 누가발생확률을 계산하여 자료치의 크기

와 누가발생확률 간의 관계가 직선에 가장 가

깝게 나타나는 확률지상에 도시하게 된다. 확률

지가 대표하는 이론적인 확률분포의 누가확률분

포함수를 사용하면 자료점을 통과하는 이론직선

을 그음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특정빈도의 사상

을 추정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해석방법은 

확률도시법(probability plotting technique)

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확률지상에 자료를 도시하기 위해서

는 각 자료값의 누가발생확률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통상 도시위치방식(圖示位置方式, Plot-

ting Position Formula)에 의해 산정된다. 만

Fig. 2. WDN Simulation picture

Fig. 1. WDN Simulation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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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분석되는 자료가 모집단이라면 가장 작은 값

과 가장 큰 값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0≤P(X≤x)≤1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으나 표

본자료의 경우는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항상 포

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0과 1의 확률을 포함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도시위치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보통 경험공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흔히 

사용되고 있는 공식은 California공식, Hazen

공식, Beard공식, Weibull공식, Chegadayev

공식, Blom공식 그리고 Turkey공식 등이 있

다. Table. 2 (2)란의 n은 연 최고치 자료 계열

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의 총 수 이며, m은 전 자

료를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의 내림차

순으로 나열했을 경우의 순위이다. 이들 공식 중

에서 California공식은 연 초과치 계열의 해석

이 적합하다. 또한 Weibull 공식은 홍수량의 빈

도해석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 Weibull 공식을 이용하여 비초과확률을 산정

하였다. Weibull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변량 X

가 특정치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 n:  자료치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자

료의 총 수

     m:  모든 자료를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의 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순위.

     T : 평균 재현기간 (초과확률의 역수)

비초과확률은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설을 결

정하는 첨두부하의 영향 요소 분석과 가정용수

의 이상치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수집주기에 관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3. 분석 및 고찰

부천 상수관망 시뮬레이션 랩에서 2 khz로 

데이터를 샘플링한 경우 유입지점의 평균수압은 

56.5 kpa, 1 khz의 경우 56.3 kpa, 500 hz

의 경우 56.0 kpa, 400 hz의 경우 55.7 kpa, 

300 hz의 경우 55.3 kpz, 200 hz의 경우 56.6 

kpa, 100 hz의 경우 56.3 kpa, 50 hz의 경우 

56.1 kpa, 10 hz의 경우 55.7 kpa, 5 hz의 경우 

56.8 kpa이다. 이처럼 데이터 수집주기를 줄여

서 측정하여도 평균수압의 경우 최대 2 %의 편

차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검정을 실

시한 결과 5 hz에서만 유의수준 p>0.05로 귀무

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2 khz 대비 1 khz 

∼ 10 hz까지는 평균수압간의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고, 5 hz에서는 평균수압간의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3과 같다.

최대 수압과의 편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2 khz

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주기별 비초

과 확률을 적용하였다. 99 % 비초과확률로 산정

한 결과 2 khz의 압력은 66.78 kpa, 1 khz의 경

우 70.02 kpa, 500 hz의 경우 72.53 kpa, 400 

hz의 경우 72.8 kpa, 300 hz의 경우 75.20, 

200 hz의 경우 79.71 kpa, 5 hz의 경우 96.02 

kpa로 산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Fig.3, Ta-

ble. 4와 같다.

2 khz의 경우 평균수압 대비 99 % 비 초과확

률로 산정된 수압과의 편차율은 18.12 %, 1 khz

Table 2. Probability Plotting Technique

공식명 (1) 초과확률 P(X≻x) (2)

California
m
n

Hazen
2m-1
2n

Beard 1-(0.5)1/n

Weibull
m

n+1

Chegadayev
m-0.3
n+0.4

Blom
m-3/8
n+1/4

Turkey
3m-1
3n+1



23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ol. 27, No. 2, pp. 233-239, April, 2013

ISSN (Print)   1225-7672
ISSN (Online)  2287-822X

의 경우 24.32 %, 500 hz의 경우 29.45 %, 400 

hz의 경우 30.81 %, 200 hz의 경우 40.94 %, 

100 hz의 경우 50.97 %, 50 hz의 경우 61.17 

%, 10 hz의 경우 68.13 %, 5 hz의 경우 68.91 

%의 편차율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5와 같다.

2 khz 데이터 수집주기로 측정된 수압 데이터

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집주기로 측정된 수압과 

비교한 결과 1 khz의 99 % 비초과확률로 산정

한 경우 최대 4.861 %의 편차율, 55 % 비초과확

률로 산정한 경우 최소 0.037 %의 편차율을 나

타냈다. 5 hz의 경우 99 % 비초과확률로 산정한 

2 khz 1 khz 2 khz 500 hz 2 khz 400 hz 2 khz 300 hz 2 khz 200 hz

평균 56.532 56.324 56.532 56.032 56.532 55.650 56.532 55.315 56.532 55.974

분산 19.400 34.687 19.400 50.324 19.400 54.326 19.400 73.119 19.400 218.852

관측수 122200 60400 122200 30000 122200 24360 122200 18210 122200 15025

자유도 182598 152198 146558 140408 137223

t 통계량
P(T≺=t)

8.466 15.374 25.029 29.838 10.046

단측 검정
P(T≺=t)

1.E-17 1.E-53 3.E-13 3.E-19 5.E-24

양측 검정 3.E-17 3.E-53 6.E-13 5.E-19 1.E-23

2 khz 150 hz 2 khz 100 hz 2 khz 50 hz 2 khz 10 hz 2 khz 5 hz

평균 56.532 56.280 56.532 56.111 56.532 55.671 56.532 57.668 56.532 56.845

분산 19.400 152.105 19.400 217.728 19.400 265.868 19.400 281.785 19.400 283.622

관측수 122200 8985 122200 5980 122200 3025 122200 600 122200 304

자유도 131183 128178 125223 122798 122502

t 통계량
P(T≺=t)

4.330 5.946 9.292 -6.101 -1.217

단측 검정
P(T≺=t)

7.E-06 1.E-09 8.E-21 5.E-10 1.E-01

양측 검정 1.E-05 3.E-09 2.E-20 1.E-09 2.E-01

Table 3. Student t-distribution result

Fig. 3. According to The Non-Exceedance Probability for Samp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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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대 43.788 %의 편차율, 50 % 비초과확

률로 산정한 경우 최소 0.554 %의 편차율을 나

타내었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6과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상수도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최적

의 데이터 수집 주기를 연구하였다. 측정된 데이

터 수집 주기에 따라 저장비용 및 데이터 처리

에 각각 다양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싱가폴 

Waterwise@sg에서는 burst를 찾는 Wavelet

알고리즘 적용하기 위하여 2 khz의 수압 데이터

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 khz 대비 최적의 데

이터 수집 주기를 찾기 위하여 t분포 및 비초과

확률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T분포로 검증한 결

Table 4. Non-exceedance probability calculated Pressure

비초과확률 2 Khz 1 Khz 500 hz 400 hz 300 hz 200 hz 100 hz 50 hz 10 hz 5 hz

99% 66.78 70.02 72.53 72.79 75.20 79.74 84.97 90.43 93.60 96.02

95% 63.78 66.01 67.70 67.78 69.38 72.96 76.57 80.38 82.49 84.55

90% 62.18 63.87 65.13 65.10 66.28 69.35 72.09 75.03 76.57 78.44

80% 58.84 59.41 59.75 59.51 59.80 61.80 62.74 63.84 64.22 65.67

70% 58.66 59.16 59.45 59.20 59.44 61.38 62.22 63.22 63.53 64.96

65% 58.23 58.59 58.76 58.49 58.61 60.41 61.03 61.79 61.95 63.33

60% 57.65 57.81 57.83 57.52 57.48 59.10 59.40 59.84 59.80 61.11

50% 57.09 57.07 56.93 56.58 56.39 57.83 57.83 57.97 57.73 58.97

(kpa)

Table 6. Deviation rate to 2khz data

구 분 1 Khz 500 hz 400 hz 300 hz 200 hz 100 hz 50 hz 10 hz 5 hz

99% 4.861 8.619 9.011 12.620 19.414 27.239 35.424 40.164 43.788

95% 3.504 6.152 6.268 8.786 14.398 20.054 26.037 29.345 32.568

90% 2.727 4.740 4.697 6.592 11.526 15.941 20.664 23.152 26.145

80% 0.969 1.545 1.143 1.624 5.026 6.631 8.502 9.135 11.607

70% 0.865 1.357 0.934 1.332 4.645 6.085 7.787 8.312 10.753

65% 0.624 0.919 0.447 0.651 3.754 4.808 6.120 6.390 8.760

60% 0.291 0.313 0.228 0.291 2.520 3.041 3.812 3.729 6.001

55% 0.037 0.283 0.890 1.217 1.309 1.307 1.546 1.118 3.293

50% 0.368 0.885 1.560 2.153 0.085 0.447 0.746 1.523 0.554

(%)

구 분 2 Khz 1 Khz 500 hz 400 hz 300 hz 200 hz 100 hz 50 hz 10 hz 5 hz

99% 18.12 24.32 29.45 30.81 35.96 40.94 50.97 61.17 68.13 68.91

95% 12.82 17.20 20.83 21.79 25.43 28.95 36.05 43.26 48.18 48.74

90% 9.99 13.41 16.23 16.98 19.82 22.56 28.09 33.71 37.55 37.98

80% 4.08 5.48 6.63 6.94 8.10 9.22 11.48 13.78 15.35 15.52

70% 3.76 5.04 6.10 6.38 7.45 8.48 10.56 12.68 14.12 14.28

65% 3.00 4.03 4.87 5.10 5.95 6.78 8.44 10.12 11.28 11.41

60% 1.97 2.65 3.20 3.35 3.91 4.45 5.54 6.65 7.41 7.50

50% 0.98 1.32 1.60 1.67 1.95 2.22 2.76 3.31 3.69 3.73

(%)
Table 5. Deviation rate to Averag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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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균수압의 경우 2 khz 대비 10 hz의 수집 주

기에서도 충분한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비초과확률을 적용한 결과 5 hz

에서는 최대 43.788 %의 편차율, 10 hz에서는 

40.164 %의 편차율, 200 hz에서는 19.414 %의 

편차율, 300 hz에서는 12.620 %의 편차율을 나

타냈다. 따라서 200 ∼ 300 hz로 데이터를 취

득한다면 2 khz 대비 80 % 신뢰성 있는 데이터

를 얻을 수 있다. 최소 200 hz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Burst를 찾는 방법에 이용한다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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