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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paper is a fundamental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smart bolt developed for 

monitoring system to detect the leakage of water supply valve. Method: A leak detec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smart bolt having embedded strain sensors and accelerometer. The smart 

bolt used in study meets the allowable criteria of torque and tensile stress for water supply system, and 

it can be applied to a joint of the water supply valve by behaving well within the allowable limits. 

Result: As a result of the simulated leak tests, a leak signal at the valve leak point was detected in a 

band of 60Hz, and the main pipe leaking point was observed to produce a leak signal having much 

higher frequency than that of the valve leak point. This seems to result in a total coupled vibration 

under unconfined conditions of the pipes. Conclusion: The smart bolts appeared applicable to detecting 

a leaking signal from the water supply valve.

Keywords: Water Supply Valve, Leak Detection, Strain Sensors, Accelerometer, FFT Analysis, 

Smart Bolt

요 약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밸브의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하여 개발된 스마트 볼트의 

적용성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방법: 스마트 볼트에 내장된 변형률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모의 누수 탐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 볼트는 볼트 조임토크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허용인

장응력 범위 내에서 거동을 하여 상수도 체결부 적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누수 실험

결과 밸브 누수 지점에선 60Hz 대역의 누수 신호가 탐지 되었으며, 메인관 누수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주

파수 대역의 누수 신호도 탐지되었다. 결론: 모의 배관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연성진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볼트를 통해 밸브 누수 신호의 감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부단수, 누수검출, 스트레인 센서, 가속도계, 푸리에 해석, 스마트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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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지반함몰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 원인 중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의 누수율을 보면 2017년 기준 총 급수량 6,492백만 m3 중 682백만 m3 누수량이 

발생(10.5%)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8). 이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지반함몰 사고의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상수관로의 누수측정 및 누수 위치 추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수관로 

누수 이외에 밸브류에서도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대형 상수관로(구경 400mm이상~700mm미만) 

조사 결과를 보면 밸브에서의 누수는 71건(1%)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eoul Waterworks Headquarters, 2008). 

밸브 누수의 주요 원인은 밸브의 패킹 노후에 따른 누수, 시공 시 체결 불량 및 지속적인 미세 진동으로 인한 볼트 풀림 등의 

으로 조사되었다. 밸브의 문제 발생 시 단수 범위가 방대하여 대형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로의 누수뿐만 

아니라 밸브에서 발생되는 누수도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주요 관리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밸브의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하여 스마트 볼트를 개발하였다. 볼트의 축력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한 변형률 센서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볼트를 밸브 체결부에 적용하여 볼

트의 장력 상태와 누수탐지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유체와 관의 연성진동

관의 진동에서는 관의 길이 방향으로 전달되는 종파와 면외방향으로 전달되는 횡파가 발생된다. 가속도계 센서를 이용하

여 누수신호를 측정하려면 면외방향 진동을 측정해야 하며 이는 관의 연성진동과 관계가 있다(Muggleton et al., 2002).

유체와 관의 연성진동 모드는 Fig. 1과 같이 여러 가지 모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연성진동 형태인 n=0 ‘숨쉬

기 모드(Breathing mode)’이며, n=1 모드는 관의 ‘굽힘 모드(Bending mode)’로, 관을 하나의 보(Beam)로 본다면 보의 굽힘

진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수관에서는 매설토가 관을 구속하고 있으므로 대진폭의 굽힘진동은 나타나기가 어렵

다. n=2 형태는‘타원형 모드(Ovalling mode)’로 주로 고주파에서 나타난다. 이중 유체음의 종방향의 전파와 관계가 있는 형

태는 n=0인 숨쉬기 모드이다. 누수로 인해 전달되는 유체음은 종파인 반면 계측하고자 하는 것은 배관의 횡진동이다(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2004; Moore, 2016).

Fig. 1. Coupled vibration type of fluid an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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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신호 형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광대역의 주파수에 걸치는 누수신호(Leak Signal)를 발생시키게 된

다. 누수신호는 압력이 높은 관 내부에서 압력이 낮은 관 외부로 압력강하와 함께 물이 강하게 새어 나오면서 발생하는 신호

로 상수도관에 발생한 누수를 탐지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누수신호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잡음과 달리 누수가 발생되면 지

속적으로 누수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Kim, 2015).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은 시간에 대한 함수(혹은 신호)를 주파수 성분에 대한 함수로 분해하는 해석방법이다. 

푸리에 변환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

 단
∞

∞

 ∞  (1)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크기를 뜻하는 함수 x(t)가 있을 때, 이 신호가 수없이 많은 정현파(코사인과 사인) 성분들이 합

쳐진 것이라 생각한다면, 주파수에 대한 함수인 f인 정현파(sinusoidal) 성분의 진폭과 위상을 X(f)가 알려 준다. 또한 어떤 시

스템이 있을 때에 x(t)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impulse response)'이라면 이것의 푸리에 변환인 X(f)는 시스템의 ‘주파수 응

답(frequency response)’이 된다.

이러한 푸리에 변환은 분석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보완한 방법이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이

다(Kim,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 센서로 시간에 대해 측정된 신호를 FFT 변환 후 누수 신호의 해당 주파수 영역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스마트 볼트

상수도 지관 80mm, 지수 밸브에 적용되는 M16의 볼트 내부에 Fig. 2와 같이 천공을 하여 내부에는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를 심고 몰딩처리를 했으며 볼트 헤드 부분에는 엑셀러로메타(Accelerometer)를 고정하여 스마트 볼트를 구성하였다. 

Fig. 2. Smart bol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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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Accelerometer는 미국 dytran사의 3055D4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Strain guage는 Tokyo Sokki Kenkyujo 사

의 강재용 BTM-6C를 사용하였다. 센서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ensors in smart bolt

Type Specification

Accelerometer

(3055D4 )

Frequency Response, ± 10% : 1 to 10000Hz

Sensitivity, ± 5% [1] : 5mV/m/s2

Broad Band Resolution : 0.010 m/s2 rms

Strain guage

(BTM-6C)

Gauge length : 6mm

Gauge resistance : 120±0.5Ω

Gauge factor : 2.14±%

스마트 볼트의 강도

스마트 볼트는 볼트 내부를 천공하여 Strain guage를 삽입으로 인한 단면 감소때문에 상수도 관종별 접합 표준시방서

(KCS 57 30 20 : 2017)에서 요구하는 볼트조임 토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Fig. 3과 같이 확인하였다. 스마트 볼트의 탄성계

수는 200,000MPa이며, 인장응력을 계산하여 토크치와 볼트의 허용인장응력과 비교하였다.

Fig. 3. Smart bolt installation and measurement of torque

스마트 볼트의 토크 및 강도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상수도 관종별 접합 표준시방서(KCS 57 30 20 : 2017)

에서 요구하는 M16의 토크 값인 60N ․ m을 가했을 때 육안상 볼트의 손상은 없었으며, 측정된 변형률로 산정된 인장응력은 

계산한 값은 볼트의 허용인장응력 범위 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로 75N ․ m의 토크를 가하였을 때도 허용인장응

력 범위내로 산정되어 스마트 볼트는 상수도 볼트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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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art bolt strength test

No.
M16 bolt standard Torque 

(N ․ m )

Measurement Torque 

(N ․ m )

S1 Strain

(10-6)

S1 Tensile Stress 

(MPa)

M16 bolt Allowable Tensile Stress 

(MPa)

1

60

10 792 158.4

217.322 60 830 166

3 75 837 167.4

누수 측정 실험

실험 개요

스마트 볼트를 통해 누수탐지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모의 누수 배관 시스템을 Fig.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총 길이 3.2m의 

메인 주철관 200mm와 지관 80mm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상수도관 수압은 0.1~0.5MPa이며, 모의 누수배관 시스템은 수압계를 통해 메인관의 수압 0.18MPa을 확인하였다. 

누수 측정 실험을 위해 스마트 볼트는 지관 밸브 체결부에 Fig. 5와 같이 설치하였다.

Fig. 4. Mock Leak Piping test

Fig. 5. Smart bolt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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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으로 관내 흐름이 없는 경우 지관 밸브 누수, 메인관 누수의 경우와 관내 흐름이 있는 경우 지관 밸브 누수와 메인

관 누수를 가정하여 누수 신호를 탐지하였다. 관내 흐름이 없는 경우는 수압이 0.18MPa였으며, 관내 흐름이 있는 경우는 수

압이 0.17MPa였다. 여기에 추가로 관내 수압의 변화 없이 누수되는 경우와 누수량이 많아 관내 수압이 변화되는 누수의 경

우로 구분하여 누수 신호를 탐지하였다. 상기와 같이 실험 조건을 요약을 Table 3과 같이 하였다.

Table 3. Testing programs

Case No. Leak point Water flow in the pipe Water pressure(MPa)

0 None No 0.18

1 None Yes 0.17

2 Valve in branch pipe No 0.18

3 Valve in branch pipe No 0.17

4 Main pipe No 0.18

5 Main pipe No 0.14

6 Valve in branch pipe Yes 0.17

7 Valve in branch pipe Yes 0.14

8 Main pipe Yes 0.17

9 Main pipe Yes 0.14

실험 결과 분석

연성 진동 모드는 관종에 따라 누수탐지 주파수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의 누수 측정관은 주철관으로 샘플 측정을 통해 

50~60Hz 대역을 누수 주파수 탐지 대역으로 정하였다(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2004; Fuller et 

al., 1982). 모의 누수 배관시스템의 주철관인 경우 밸브와 체결부에 들어간 고무 패킹이 진동을 감쇠시키는 영향을 미쳐 고

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계측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샘플링은 1024Hz로 측정하였으며, 저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위해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ing : 1000Hz)를 설정하여 FFT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케이스별 누수탐지 분석

결과는 Figs. 6~15와 같다.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6.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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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7.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1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8.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2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9.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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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0.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4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1.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5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2.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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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3.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6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4.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6

(a) 1000Hz LPS on Acc(g) (b) FFT results

Fig. 15. Analysis of leak detection data on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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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없는 상태의 Case 0, Case1을 보면 관내 흐름이 없거나 관내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FFT 분석결과 Amplitude 피

크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관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Case 2, Case3, Case6, Case 7) 60Hz 대역에서의 누수 신호가 

탐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누수량과 관계없이 60Hz 대역에서 탐지되었다. 메인 관에서 누수가 탐지된 경우(Case 4, 

Case 5, Case 8, Case 9)는 60Hz 대역에서 1차 탐지 후 60Hz 간격으로 지속적인 누수신호가 탐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메

인관에서의 누수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값을 얻었다.

메인 관의 누수 신호와 지관 밸브의 누수 신호는 메인관의 누수 신호의 Amplitude값이 약4배 큰 누수 신호가 탐지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메인 관의 누수 발생 시 지관 밸브의 누수보다 누수 신호가 크고, 일정한 간격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탐지된 원인은 밸

브 체결부에 발생한 누수와 고무 패킹으로 보인다. 지관 밸브의 누수는 체결부와 고무패킹이 직접적인 감쇠 역할을 함으로써 

감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주파수 대역보다는 감쇠의 영향이 적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선명한 계측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메인 관 누수 시 파이프 전체 연성진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누수 신호가 계측 된 것으

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관의 누수 중 밸브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스마트 볼트 적용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하였다. 

제작된 스마트 볼트는 상수도 표준시방서 조건에 부합하였으며, 볼트의 허용인장력 범위 내에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 볼트는 상수도 밸브 체결부에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볼트에 설치된 Accelerometer를 통해 누수여부를 판단한 결과 밸브 누수 시 60Hz 대역의 누수 신호가 탐지되었으

며, 메인 관 누수 시 밸브 누수 시 보다 고주파수 대역의 누수 신호도 탐지되었다. 지관 밸브의 누수는 체결부와 고무패킹이 

직접적인 감쇠 역할을 하고, 메인 관 누수는 실제 매립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수관로와 달리 모의실험은 비구속되어 있는 상

태여서 연성진동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 볼트를 통해 상수도 밸브 누수신호 탐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관종 및 지반구속상태 등의 

다양한 현장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 볼트의 데이터 송수신 및 전원 공급에 대한 추가적

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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