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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동향
㈜아이브랩 이준욱 이사

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동향
□ 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개요
ㅇ 상수도 원격검침데이터 AI 분석 기술
- 스마트시티 내 인프라데이터(상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 등)의 원격검침을
위한 무선통신(LoRA, NB-IoT, 5G 등) 기반 IoT 시스템 기술 적용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
-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추론/예측, 진단 등을 위한 AI
플랫폼기반 예측 모델 개발, 배포 및 운영 기술
※ 사용량 예측, 누수/동파 진단, 독거자 이상 진단, 상권분석 예측모델 제공
(그림 1) 원격검침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편익 서비스 개념도

ㅇ 지능형 생활편익 서비스 기술
- 국민생활과 관련된 지표데이터의 AI 학습 모델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 이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술
※ 모바일 웹 및 앱 서비스를 통해 AI학습 모델의 서빙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및
예측결과의 적시적 알림 제공
※ 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예방 최소화 및 시민 편의/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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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술 1) 사용량 및 누진 예측 기술
ㅇ 기술 개요 및 특징
- 각 수용가에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 검침 데이터를
수집
※ 지자체별로 LoRA 상용망/자가망, NB-IoT, 5G등 적용기술 다양

- 실시간 사용량과 더불어 기상 데이터, 수용가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합 데이터모델 생성
- 업종(가정용/일반용)에 따른 수용가별 단기(24시간)/장기(일주일)의
사용량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 서빙을 통해 예측 결과를 제공
※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에 용이한 long-short term memory(LSTM) 기반의 모델을
제작하여 사용량 예측

- 예측된 사용량을 활용 월말 누진 단계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그림2) 사용량 예측 및 누진예측 기술 개념도

ㅇ 국내 적용 현황/사례
- 국내 AI 기반 상수도 사용량 예측 개발/적용 사례는, 최근 NIPA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을 통해, 2021~2022년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개발 및 실증을 진행 중
- (대전광역시) 실증을 통해 사용량/누진 예측을 통해 유수율 향상, 수도
요금 서비스의 신뢰성 및 편의 증진, 요금 절감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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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수용가 1700전에 대한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과다사용 290건, 옥내누수 90건을 발견하여 비용
절감 및 옥내누수 감지
- (수원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원으로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라 요금부과 및 누수율, 상수도
이상 유무를 관리
□ (적용기술 2) 누수/동파 진단 기술
ㅇ 기술 개요 및 특징
(그림3) 동파 진단/예측 기술 개념도

- 원격 검침 계량기의 실시간 사용 패턴 및 지역별 기상 예보 기반,
누수/동파 발생 가능성 예측과 사용자별 맞춤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주간 사용량을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지역/기상 및 배관특성을
고려하여 심야 시간 이전에 동파 위험성을 진단을 수행 및 제공.
※ 모델은 주로 사용량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주간-야간 사용량 패턴을 확인하여 동파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

- 사용량의 이상 패턴을 인식하여 누수 진단 수행 및 제공
※ 모델은 주로 누수 이상 데이터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TAnoGAN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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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적용 현황/사례
- (기상청) 기온을 이용하여,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되는 수도관 및
계량기의 동파발생가능성을 나타낸 동파가능지수를 서비스로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무선 온도센서로 수도 계량기함 내부온도와 스마트
미터의 수돗물 사용량을 근거로 동파를 예측, 동파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용자 맞춤형 선도서비스 기술 제공
□ (적용기술 3) 상권 진단 기술
ㅇ 기술 개요 및 특징
- 상수도 검침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기상/인구/유동인구)를 활용한
상권 분석 기술
※ 기존의 대부분 상권 분석기술은 카드사용 및 통신 정보를 기반으로 함
※ 지자체의 상수도 사용량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지역 내 상권 변화의
흐름을 파악

- 원격 검침 기반 실시간 상수도 사용량 기반의 상권 진단 기술로
상수도 경영효율 증진(생산 및 분배 계획 수립) 지원 및 분석 결과
의 공공 데이터 제공 가능
(그림4) 상권진단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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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적용 현황/사례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2년치 전력사용량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활용해 서울형 골목상권을 분석
- (오아시스비지니스) 인구/유동인구 및 도로/교통/공시지가 정보와
문화시설 관광정보 같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상권분석 기반
매출추정알고리즘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추정
□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 표준
ㅇ 표준화 필요성 및 현황
- 국내 지자체별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검침데이터의 빅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원격검침데이터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표준화 필요
- 검침 빅데이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AI 기반 학습모델 개발 적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 학습데이터 모델, 수집/학습 및 서비스 플랫폼
인터페이스 등 세부 표준화가 필요
ㅇ 표준화 현황
-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을 통해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표준 제정됨(2021년)
-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의 학습데이터 모델, 수집 플랫폼
표준, 학습플랫폼 표준 개발이 진행 중(2022년)
(그림 5) 표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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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참조 구조

□ 향후 계획
ㅇ 표준 기반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대전
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서비스에 대한
대시민 검증을 22년 11월 까지 추진
ㅇ 표준 기반 시스템 기술을 국내 다양한 지자체에 확산 보급하여, 스마트
시티 서비스 지능화 및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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