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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수도 체계는 크게 생산 인 측면, 유통 인 측면, 하수 인 측면으로 나  수 있다. 이  

생산 인 측면과 하수 인 측면은 자동화를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재 부분 자동화 

되어 있다. 하지만 유통 인 측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까지 그 자동화 정도가 매우 

미미한 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수도 체계  유통 인 측면의 자동화를 해 가장 핵심

이 되는 요소인 유량계의 검침을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하여 자동화 시킨 다음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원격지(상수도사업소)에서 일  리할 수 있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수도 리 시스템“를 소개한다.

1.  서론

일반 으로 한 도시의 상수도체계는 생산 인 측면, 

유통 인 측면 그리고 하수 인측면으로 나 어져 있

다[1][2]. 여기서 안정 인 물 생산을 한 정수장자동

화시스템으로 수운용 시스템이 탄생하 고 생 인 

하수처리를 해 처리장 한 완  자동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상수도를 통해 소비

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수여부를 감시하는 유통 인 

측면의 자동화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아

직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첫째, 수여부를 감시하

여야 할 상인 유량계가 도시 체에 분산되어 있다. 

둘째, 감시 상이 무 많다.  셋째, 고비용이 들어간

다. 넷째, 물 자원의 요성에 한 인식이 아직 미흡

하다. 다섯째, 아직 학술 인 체계가 미흡하다. 여섯

째, 유량계들이 설치되어있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 그

리고 일곱째, 통신 회선의 문제로 자동화시스템 구축

이 힘들다. 

상수도체계에서 유통 인 측면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유량계의 검침 데이터를 통신으로 

연결된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하며 이

게 검출된 DATA가 자동으로 수집  리 될 수 

있도록 상수도 통합 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이

러한 통합 리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가장기본이 되

는 기술이 유량계 원격자동검침이다. 한 도시의 유량

계는 크게 구역유량계와 수용가용 계량기로 분류하며 

다시 구역유량계는 구역 유량계, 구역 유량계, 그

리고 소구역 유량계로 세분하고, 수용가용 계량기는 

구경계량기와 가정용계량기로 세분한다[3]. 이  

구역유량계와 구역유량계는 이미 용선을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동검침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다. 하지만 소구역 유량계와 구경계량기 

그리고 가정용계량기는 아직 개발이 미진한 상태인데, 

소구역 유량계와 구경계량기의 경우 차로 앙에 

치하여 원선이나 DATA선 연결이 어렵고, 그 종

류도 다양하여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이 어려우며, 특히 

가정용계량기의 경우 수용가와 직  연결되어 있어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이 시 하지만 그 수가 무 많

고 부분 옥내에 치하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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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의 유량계 검침환경에서 자동화

된 상수도 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도시의 

모든 유량계를 원격지에서 자동검침하고 이를 통합

리 할 수 있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

수도 리 시스템(Water Management System Using 

Auto Meter Relay Of Flowmeter : WMRF)”을 제안

한다. 

2. 기존의 유량계의 검침 방법

 본장에서는 우선 일반 인 수도계량기  유량계

의 검침 방법에 하여 살펴보겠다[4].

2.1 유량계 지침을 직  검침하는 방법

유량계지침을 검침원이 직  확인하여 검침카드에 

기록하거나 PDA에 유량계 데이트를 기록하는 방식으

로 수집된 검침자료를 수도사업소의 검침컴퓨터에 입

력  송하여 요 부과 등의 상수도 리에 활용하

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침방법이다.

하지만 검침을 해서 검침원이 직  방문을 해야 

하는데, 부분 집마당의 지하에 묻 있거나, 집안에 

치하는 경우가 많아 검침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러한 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옮겨 

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노후된 유

량계의 경우 문자 의 고장으로 계측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나 수운용 분석을 해 

실시간검침이 되어야 하나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2 외부단말기를 통하여 유량계를 검침하는 방법

유량계지침을 직  검침하는 방법의 단 을 개선한 

검침 방법으로 유량계의 문자 에 표시된 기록치를 

직  읽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기록

치를 읽어 들이는 검침 방법이다.

외부단말기 검침 방법에는 첫 번째, 외부단말기의 

지시부를 직  읽어서 데이터를 검침카드에 기록하는 

검침방법, 두 번째, 외부단말기에 PDA를 연결하여 데

이터를 자동으로 입력받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유량계의 계측치가 표시되어 

있는 문자 이 검침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옥내에 치한 수도계량기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량계의 계측치 확인만 직  

검침에 비해 편리할 뿐 검침원이 외부단말기의 지시

부를 직  읽어서 검침카드에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검침카드에 기록된 계측치에 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수나 수운용 분석을 해 실시간검침이 되어야 하

나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PDA를 

이용하여 유량계의 외부단말기에 장되어 있는 데이

터를 옮기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 비해 검침기에 

기록된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검침을 해서는 자동검

침기를 휴 하여야하며, 자동검침기를 능숙하게 조작

하여야하는 어려움과 실시간검침이 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3.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수도 리 

시스템

기존의 원격검침시스템은 그 다양한 장 에도 불구

하고 거의 실용화되지 못하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

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기투자비용 때문이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활용하면 고가의 기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상수도 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1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는 무선송신계량기와 계

기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여기서 무선송신계량기

는 무선송신모듈과 디지털변환회로, 계량기로 이루어

져있다. 

노이즈
자석

POW ER ON
회로동 작회로동 작

COUNT UP/COUNT UP/송 신송 신

POW ER DOW N
MODE

POW ER OFF

(그림 1) 무선송신기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로는 Power On/Off 방식

으로 오차율이 거의 0%에 가까운 확한 Counter 기

능을 가진다. 한 이벤트 발생에 따라 검침데이터를 

계기로 송신하므로 형 송신기이다. (그림 1)

은 무선 송신기 구조이며, (그림 2)는 무선송신기능을 

가진 유량계와 추가 으로 무선송신기를 부착시킨 유

량계의 모습이다.

   

(그림 2) 무선송신기능을 가진 유량계

유량계가 무선송신기능을 가지더라도 검침데이터를 

바로 상수도사업소로 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째, 법률  문제로 최  1Km이상(실거리 500m)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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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둘째, 신호가 제 로 도착하더라도 상수도

사업소의 컴퓨터가 동시에 도착할 수도 있는 수 만개 

혹은 수십만개의 검침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는 불

가능하다[5][6][7]. 따라서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계기가 필요하다. 계기를 이용한 검침데이터 계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통신음영지역

TOSS

중계기

유선망

1~500개의 유량계
검침데이터를 하루
1~24회 전송

RF 424MHz 
실시간 통신
통신거리 500m

(그림 3)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

계기의 최  실통신거리가 500m이므로 반경 

500m내에 존재하는 소구경유량계나 수용가용계량기

의 검침데이터를 송받아서 보 하고 있다가 매 시

간마다 보 인 데이터를 화망과 같은 유선망을 

통하여 상수도사업부로 송하게 된다[8][9]. 이때 

계기는 최  500개의 유량계를 리할 수 있다. 그리

고 유량계에 부착된 무선송신기는 계기의 요구에 

따라 검침데이터를 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량계의 

검침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기로 송한다. 즉 수동 이 아니라 능동 으로 

검침데이터를 송한다. 이처럼 유량계가 능동 이고 

실시간 으로 검침데이터를 송할 경우 물 사용량이 

은 수용가용계량기는 10년 정도 배터리 수명을 유

지할 수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은 소구경유량계의 경

우도 3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각 유량계에서 계기로 송한 검침데이터는 계

기의 메모리에 보 하고 있다가 특정시간(  : 1시간 

간격)마다 상수도사업소로 송할 수 있고, 혹은 상수

도사업소에서 검침데이터 송을 요구했을 때 송할 

수 도 있다. 

3.2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수도 리 시

스템

앞 에서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의 구조  원리

에 해서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어

떻게 상수도를 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0][11][2]. (그림 4)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

용한 상수도 리시스템의 개념도이다.

통신음영지역
TOSS

중계기

사내사내 LAN LAN 구축구축

상수도관리시스템

(수집, D/B저장, 분석)

중요시설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선,실시간 상태수신

요금계산시스템

검침량,금액

인터넷공개
A/S 처리시스템

블록화, 정수장자동화시스템

월 단위

검침데이타 전송

수집자료

인터넷공개
수집자료 인터넷공개

A/S 신고

인터넷 빌링 서브

(그림 4)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수도 리시스템

유량계를 자동검침 계기와 유․무선 등을 이용하

여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상수도 사업소로 송하는 

것이 단순히 유량계 검침을 편리하게 하기 해서만은 

아니다. 상수도 리 개념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과 련하여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유량계별 실시간 물 이용량 악

• 수용가의 실시간 수도요  산정

• 수지역 악

• 효율 인 수량 분배를 한 통계자료 수집

상수도 리에서는 유량계의 실시간 물 이용량 

악이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수도요 을 산정할 수 있으며 데이

터 변화 수치를 이용하여 수지역 역시 악할 수 

있다. 한 물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과 게 이용하는 

지역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악하여 효율 으로 수량

을 분배할 수 있다. 특히 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휴

폰 요 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도

요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에

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4. 장 용

본 장에서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이용한 상

수도 리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해 실제 

장에 용하여 실험한 자료를 살펴보겠다.

본 실험에서는 소구역 15지구의 212개의 수용가용 

계량기에 무선송신기가 장착된 유량계를 수도 에 나

란히 연결하여 기존에 장착된 수용가용 계량기의 지

침과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수

용가용 계량기에서 검침된 데이터를 송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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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으면 검침데이터를 1차 으로 송받는 계기를 

설치하 다.

     

  (그림 5) 수용가용 계량기

(그림 6) 계기 설치 모습

본 실험을 해 설치된 무선송신용 유량계  계

기를 정리해 보면 15지구의 212개의 유량계를 원격자

동 검침하기 해 5개의 계기를 설치하 으며 각 

계기는 3지구씩 담당하도록 하 다. 그리고 각 지구에

는 약 14개씩의 무선송신용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장 용 결과 수용가용 계량기에 기본 으로 부착

되어 있는 지침과 무선송신을 해 부가 으로 설치

한 유량계의 검침 값이 동일하게 나왔으며, 계기의 

수신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역시 고유번호가 할당된 

유량계의 검침결과를 정확하게 수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임시로 마련한 원격지의 최종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계기가 제 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유량계 검침데이터 

리  수용가의 실시간 수도요  악, 수지역 

악  리 그리고 합리 인 유량분배 등과 같이 효

율 인 상수도 리를 해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

를 이용한 상수도 리시스템”을 제안하 다. 지 까

지 부분의 유량계 검침은 인력을 통하여 이루어 졌

으며 때문에 효과 인 상수도 리를 해 가장 기본

이 되는 신속하고 정확한 유량계 검침데이터의 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 들을 야기 시켰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량계 자동검침 

계기를 활용하면 와 같이 기존에 인력 검침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문제 들을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량계 자동 검침 계기의 상수도 

용에 해 집 으로 다루었다. 상수도 이외에도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많다. 특히 한 가정을 

살펴보았을 때 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력계, 도시

가스의 경우 가스 사용량을 체크하는 가스계량기 등

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은 기계량기나 가스계량기

에도 이 로 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한 가정에서 사

용하는 모든 유량계를 통합 리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는 디지털 홈 시 로 어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다룰 향후과제는 디지털 홈에서 한가정의 소비자

가 모든 유량계의 정보를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데이

터를 각 사업소로 분리해서 송할 수 있는 한 도시

의 종합 유량계 리시스템 구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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