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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국민 생
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하나인 상수도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를 학습하여, 다양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이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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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define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a
system that provides an intelligent life convenience prediction service using
real-time water supply meter reading data.
2 Summary
This standard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system to provide intelligent life benefit
prediction service by utilizing real-time water supply meter reading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It collects and learns real-time meter reading data for
waterworks data, which is one of the data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and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various intelligent life-convenience prediction service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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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Intelligent life benefit prediction service system using
real-time water supply meter reading data - Part 1: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기술 및 표준
개발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인용 표준
해당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월별로 검침원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달리, 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측정되어 수집되는 상수도 사용량 데이터
3.2 수용가
고객, 소비자, 최종사용자 등과 같은 용어로,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의 서비스를 공급 받
는자를 통칭
3.3 수전
상,하, 중수도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
3.4 수전 정보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를 위한 수용가 식별번호, 수전의 유형, 주소, 계량기 및 요금산정
정보등을 포함
4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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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

Data Interface Service Requirement

DLPR

Data Learning and Prediction Requirement

IPSR
MDCR

Intelligent Prediction Service Requirement
Metering Data Collection Requirement

ODLR

Open Data Linkag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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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개요
실시간 원격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시스템은, 국민 생활에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수 데이터의 원격 검침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통해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예측/진단 등의 지능적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검침원을 통한 월별 검침과 달리,
수용가에 원격검침 단말을 설치하고 원격 검침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침 데이터가 수집
되며, 상수도 운영 데이터와 외부 오픈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예측 서비스를
위한 모델을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 모델은 최근의 원격 검침 데이터를 통해 예
측/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모바일 및 웹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림 5-1) 상수도 실시간 원격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시스템 요소

본 시스템에서는 상수도 원격 검침 데이터를 활용하고 예측/진단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능형 편익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수 사용량 예측 및 누진 예측 서비스
 상수 사용량을 통한 상권 분석 서비스
 상수도 누수 진단 서비스
 상수도 데이터 활용 독거자 이상 진단 서비스
 누수 및 동파 알림 서비스
일반적으로 예측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집 인프라 구축,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재학습, 모델 서빙 및 서비스 제공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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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인프라 구축단계에서는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계
량기로 교체하고, 검침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단말을 통해 원격 검침망을 구성하여 상
수도 원격 검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 수집 단계는 예측/진단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학습 데이터를 수집/연
계하는 단계로, 기존의 상수도 운영 정보, 외부의 오픈 데이터 및 실시간 검침 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한다.
 모델 학습(model training)/재학습 단계에서는 최근 데이터 및 연계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처리하여 예측 모델을 학습하거나, 기존에 학습된 예측 모델의 성능 저하시,
최근 데이터를 통해 재학습(retraining)을 하여 성능 요건에 맞는 학습 모델을 생성하
여 제공한다.
 모델 서빙(model serving) 단계에서는 제공된 학습 모델을 통해, 최근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 및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모델 서빙을 통해 제공된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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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시나리오
6.1 상수 사용량 예측 및 누진 예측 서비스
상수도 사용량 예측 및 누진 예측 서비스는 (그림 6-1)과 같이 사용량 및 누진 예측 모
델 학습 단계, 예측 단계 및 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6-1) 상수도 사용량 예측 및 누진 예측 서비스 시나리오

 사용량 및 누진 예측 모델 학습 단계


절차 1.1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운용 정보(수용가, 수전 데이터)가 예
측 시스템에 적재된다.



절차 1.2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과거 검침 이력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3 : 오픈 데이터로 기상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4 : 상기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량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통해 모델 성능을 유지한다.

 예측 단계


절차 2.1 : 검침망으로부터 검침 데이터가 수집된다.



절차 2.2 : 수집된 검침 데이터가 예측 시스템에 전달된다.



절차 2.3 : 최근 기상 데이터를 조회한다.



절차 2.4 : 검침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량을 예측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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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5 : 검침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량 누진을 예측한다.

 서비스 단계


절차 3.1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사용량 예측 정보를 조회한다.



절차 3.2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사용량 누진 예측 정보를 조회한다.

6.2 상수 사용량을 통한 상권 분석 서비스
상수도 상권 분석 서비스는 (그림 6-2)와 같이 상권 분석 모델 학습단계, 예측 단계 및
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6-2) 상권 진단 서비스 시나리오

 상권 진단 모델 학습 단계


절차 1.1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운용 정보(수용가, 수전 데이터)가 예
측시스템에 적재된다.



절차 1.2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과거 검침 이력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3 : 오픈 데이터로 기상 및 유동인구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4 : 상기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상권 진단 모델을 학습하고, 주기적으로 재
학습을 통해 모델 성능을 유지한다.

 예측 단계


절차 2.1 : 검침망으로부터 검침 데이터가 수집된다.



절차 2.2 : 수집된 검침 데이터가 예측 시스템에 전달된다.



절차 2.3 : 최근 기상 및 유동인구 데이터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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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4 : 최근 기상, 유동인구 데이터와, 최근 검침 데이터를 조회하여 상권 활
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서비스 단계


절차 3.1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상권 진단 결과를 조회한다.



절차 3.2 : 예측 시스템은 상권 진단 결과를 GIS등과 융합하여 가시화하여 제공한
다.

6.3 상수도 데이터 활용 독거자 이상 진단 서비스
독거자 이상 진단 서비스는 (그림 6-3)과 같이 독거자 이상 진단 모델 학습단계, 예측
단계 및 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6-3) 독거자 이상 진단 서비스 시나리오

 독거자 이상 진단 모델 학습 단계


절차 1.1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운용 정보(수용가, 수전, 독거자 데이
터)가 예측시스템에 적재된다.



절차 1.2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과거 검침 이력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3 : 오픈 데이터로 기상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4 : 상기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독거자 이상 진단 모델을 학습하고, 주기적
으로 재학습을 통해 모델 성능을 유지한다.

 예측 단계


절차 2.1 : 검침망으로부터 검침 데이터가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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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2 : 수집된 검침 데이터가 예측 시스템에 전달된다.



절차 2.3 : 최근 기상 데이터를 조회한다.



절차 2.4 : 최근 기상 데이터와, 최근 검침 데이터를 조회하여 독거자 이상 수준을
진단한다.

 서비스 단계


절차 2.5 : 예측 시스템은 이상 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독거자 이상 알림을
전송한다.



절차 3.1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을 통해 독거자 이상 정보를 조회한다.



절차 3.2 : 사용자는 이상진단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응답한다.

6.4 누수 및 동파 알림 서비스
누수 및 동파 알림 서비스는 (그림 6-4)와 같이 누수 진단 및 동파 예측 모델 학습단계,
예측 단계 및 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6-4) 누수 이상 진단 및 동파 예측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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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이상 진단 모델 학습 단계


절차 1.1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운용 정보(수용가, 수전 데이터)가 예
측시스템에 적재된다.



절차 1.2 : 상수도 사업본부 시스템으로부터 과거 검침 이력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3 : 오픈 데이터로 기상 데이터가 적재된다.



절차 1.4 : 상기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누수 이상 진단 모델을 학습하고, 주기적으
로 재학습을 통해 모델 성능을 유지한다.

 예측 단계


절차 2.1 : 검침망으로부터 검침 데이터가 수집된다.



절차 2.2 : 수집된 검침 데이터가 예측 시스템에 전달된다.



절차 2.3 : 최근 기상 데이터를 조회한다.



절차 2.4 : 최근 기상 데이터와, 최근 검침 데이터를 조회하여 누수 이상 진단을
수행한다.



절차 2.5 : 최근 기상 데이터, 검침 데이터의 계량기 내부 온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파 예측을 수행한다

 서비스 단계


절차 2.6 : 이상 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누수 이상 알림을 전송한다.



절차 2.7 : 이상 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동파 예측 알림을 전송한다.



절차 3.1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을 통해 누수 이상 정보를 조회한다.



절차 3.2 : 사용자는 누수 이상진단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응답한다.



절차 3.3 : 사용자는 예측 시스템을 통해 동파 이상 정보를 조회한다.



절차 3.4 : 사용자는 동파 이상진단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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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구사항
7.1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 수집 기능
- MDCR-1 : 수용가의 상수도 수전은 디지털 계량기를 통해 상수도 사용량을 계측
하여야 한다.
- MDCR-2 : 수용가의 디지털 계량기는 검침 단말을 통해 측정정보를 수집망을 통
해 설정된 주기마다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MDCR-3 : 수집망은 유무선 통신 방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 MDCR-4 : 수용가의 주기적 상수도 검침 데이터는 수집되어 저장되어야 한다.
7.2 상수도 운영 정보 및 실시간 검침 데이터 제공 기능
- DISR-1 :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해 상수도 운영정보 중 수용가 정보가 연계
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DISR-2 :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해 상수도 운영정보 중 수전 정보가 연계되
어 제공되어야 한다.
- DISR-3 : 실시간 검침을 수행하는 검침 단말의 정보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DISR-4 : 과거 사용량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해 상수도 운영정보의 월별 검침 데이
터가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DISR-5 : 학습/예측 및 서비스를 위해 실시간 검침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7.3 상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픈 데이터 연계 기능
- ODLR-1 : 상수도 데이터 학습을 위해 서비스 대상 지역의 외부 오픈 기상 데이
터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ODLR-2 : 상수도 데이터 학습을 위해 서비스 대상 지역의 외부 오픈 인구통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ODLR-3 : 상수도 데이터 학습을 위해 서비스 대상 지역의 외부 오픈 유동인구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7.4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학습 및 예측 기능
- DLPR-1 : 수용가의 사용량 이력 데이터, 외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량 예측을
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2 : 수용가의 사용량 이력 데이터, 외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량 누진
예측을 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3 : 수용가의 사용량 이력 데이터를 통해 누수 진단을 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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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PR-4 : 수용가의 사용량 이력 데이터를 통해 독거자 이상 진단을 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5 : 상수도 지역별 사용량, 외부 기상, 인구 및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상
권의 활성화 수준 진단을 위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6 : 사용량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검침 데이터와 외부 기
상 데이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의 일간 사용량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7 : 사용량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검침 데이터와 외부 기
상 데이터를 통해 7일 이내의 주간 사용량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8 : 사용량 누진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검침 데이터와 외
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용량 누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9 : 누수 진단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통해 누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10 : 독거자 이상 진단 모델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통해 독거자 이상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11 : 수용가의 사용량, 외부 기상, 내부 온도 데이터를 통해 동파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12 : 상수도 최근의 지역별 사용량, 기상,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상권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DLPR-13 : 상수도 이력 데이터 학습을 통한 예측/진단 모델들은 모델의 예측/진
단 성능 저하에 따라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학습을 하여야 한
다.
7.5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기능
- IPSR-1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실시간 상수도 사용량 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 IPSR-2 : 모바일 단말을 통해 검침원에게 특정 수용가의 실시간 상수도 사용량
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IPSR-3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일간 사용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PSR-4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주간 사용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PSR-5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사용량 누진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PSR-6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누수 진단에 따른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IPSR-7 : 모바일 단말을 통해 독거자 전담 복지사에게 독거자 이상 진단에 따른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IPSR-8 : 모바일 단말을 통해 독거자의 보호자에게 독거자 이상 진단에 따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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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IPSR-9 :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용가에게 동파 가능성 진단에 따른 알림을 제공
하여야 한다.
- IPSR-10 : 웹을 통해 상수도 상권 진단 결과를 가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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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아래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이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1.1 지식재산권 확약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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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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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이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Ⅰ-3.1

IoTFS-0224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Ⅰ-3.2

IoTFS-0225 상수도 실시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 편익 예측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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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아래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
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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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5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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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6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 1판

2021.12.03

제정
IoTFS-0224

-

융합서비스
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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