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수요예측은 이동통신망, 전력 공급망,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응용되고 있다.[1] 물 
분야에서의 수요예측은 물 이용량에 따른 생산량 
결정에 활용된다. 일 단위 혹은 주 단위 물 공급을 
위한 생산량 결정은 수요량 예측에 기반으로 이루
어지며, 이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다. 이러한 물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는 시계열 모델, 칼만필터, 뉴럴모델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2-3]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제어 및 의사결정시스
템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
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GRU(Gated Recurrent 
Unit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요예측 기법의 적용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물 관리시스템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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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취득된 원시 데이타의 다양한 물 공급 패턴에 
적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
하여 물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Ⅱ. 물 공급시스템

일반적인 물 공급시스템의 계통도는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물 공급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성은 하천으로부터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 이를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가압장, 그리고 먹는 물을 생
산하는 정수장, 그리고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배수
지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을 직접 이
용하는 수용가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 계통에 대
하여 고려한다. 특히, 배수지 유출량에 대한 예측
과 배수지 계통의 블록시스템 공급량에 대한 예측
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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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물 공급량 예측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에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의 효용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물 공급분야에 있어서, 물 이용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급량과 이용 시간이 매우 상이
한 특성을 나타낸다. 물 이용 지역은 주택지역, 상업지역, 산업단지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물 이용 시간의 상이함에 따른 물 공급패턴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특히,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물 이용 단위인 블록 단위에서의 물 특성이 
불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블록 단위 특성에 적합한 물 이용량을 예측하여 효율적 물 공
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 이용량 데이터 중 이상 데이타 감지와 이상 데이터 보정을 통
하여 물 이용량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블록 단위의 물 이용량에 대한 원시데이타의 효율
적인 데이터 마이닝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 공급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딥러닝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를 물 공급량 예측알고리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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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공급시스템 계통도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공급되는 계통은 해당 지
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소규모 블록시스
템으로 분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배수지
에서는 7개의 블록시스템을 통하여 물 공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수지와 샘플  
블록에서의 실제 사용량은 그림 2와 같다. 대상 배
수지 총 유출량은 그림 2(a)에서와 같이 일일 물 
공급량은 평균 1만 ㎥이며 최대 약 1.2만 ㎥을 공
급하고 있다. 또한, 대상 배수지 계통의 7개 블록
중 샘플 블록의 공급량은 그림 2(b)에 나타내었다. 
일일 평균 약 400 ㎥, 최대 약 600 ㎥의 물을 공
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배수지 유출량    (b) 샘플 블록 공급량
그림 2. 원시 데이타

Ⅲ. 데이터 마이닝

그림 2의 원시 데이타에서 다수의 이상 데이타
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이 요구된다. 시계열 데이타의 데이터 마이닝은 정
규분포를 이용하는 방법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사분위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규분포에
서 97.5 % 이상 혹은 2.5 % 이하에 포함되는 값, 
즉 3-시그마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타를 이상치로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분위 범위 
IQR(InterQuartile Range)를 적용하는 방법은 
Q1-1.5*IQR과 Q3+1.5*IQR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
이터를 이상치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그림 2에서 대상 배수지와 샘플 블록에서의 물 
공급량 추세를 살펴보면, 공급량이 최근에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IQR 방법을 적용
하여 배수지 유출량과 블록 공급량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러나, 최근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 정상데이타를 이상
치로 분류하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a) 배수지 유출량    (b) 샘플 블록 공급량
그림 3. IQR 데이터 마이닝

제한된 범위에서 물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경우, 위 두 방식으로 이상 데이타를 감지하
는 것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물 공급 패턴분석 단위를 1개월 주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데이터 변동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IQR 방법을 1개월 단위로 적응형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적응형 연산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근 증가하는 물 
공급 패턴이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타 방법
에서의 오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배수지 유출량    (b) 샘플 블록 공급량
그림 4. 제안 데이터 마이닝

Ⅳ. 시뮬레이션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적용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순환신경망인 GRU(Gated Recurrent Unit)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알고리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대
상배수지 데이터와 샘플 블록 데이터를 동시에 입
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대상 배수지 총 유출유
량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GRU 1과 블록 시스템에
서의 최적화를 위한 GRU 2를 합성하도록 모델화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원시 데이타를 입력한 결과
와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을 거친 데이터 결과의 
상호 예측률을 비교하였다. 

각 GRU 세부 파라메타는 표 1과 같이 설정하였
다. GRU 1과 GRU 2의 계층구조는 동일하게 설정
하고, 과적합에 대한 최적화를 고려하여 Dropout을 
0.1로 설정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2018년이후 약 
44개월의 일일 운영데이타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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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ated Recurrent Unit 합성 모델

표 1. GRU 파라메터   

Network Hyper Parameter

GRU 1

Hidden Layer : 4
Dropout : 0.1
Epoch : 100
Batch size : 20
Loss Function : MSE
Optimizer : Adam

GRU 2

Hidden Layer : 4
Dropout : 0.1
Epoch : 100
Batch size : 20
Loss Function : MSE
Optimizer : Adam

Merge Merge node : 32
Output node : 1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결과에 대한 성능평가는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1)

  



 




 
 

        (2)

표 2와 같이 MAE 지표의 경우 원시 데이타를 
적용한 결과 대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시뮬레이
션 결과는 48에서 36.6으로 약 20% 이상 개선되었
음을 알 수 있다. RMSE와 R-square 지표에 있어서
도 원시 데이타 대비 대폭 개선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의 효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2. 딥러닝 예측결과

구  분 원시데이타 데이터 마이닝

MAE 48.0 36.6

RMSE 67.8 46.9

R-square 15.5 8.8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 분야에서의 공급량 예측을 위
한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의 효율성 검증을 위하여  
딥러닝 예측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시계열 예측기
법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GRU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고,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GRU 합성모
델을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원시 데이타에서 발생되는 이
상 데이타는 전체 수요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예측률이 약 20% 이상 향상되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공급량 예측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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