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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은 주거형태, 거주자 생활양식, 주택구조 등의 내부적인 요인과 온도, 날

씨, 수도요금 등과 같은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거주민의 생활양식, 주거형태,

수도관련 시설의 변화에 따라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기온이나 가뭄과 같

은 기후조건이나 절수정책과 같은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사용량이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기 및 세탁기 용수의 물 사용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

으로 실측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각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 (ℓpcd; liter per capita day)를 도출

하였으며 향후 가정용수 사용량 예측을 위하여 변기 및 세탁기 용수를 대상으로 오차항이 자기상관을

따르는 시계열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회귀오차 모형으로 변기 및 세탁기 용수의 사

용량을 71% 정도설명할수있다.

주요용어: 수요예측, 용수수요, 자기회귀오차모형.

1. 서 론

가정용수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금, 온도, 날씨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주택구조,

주거형태, 거주자 생활양식 등의 내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후조건, 절수정

책과 같은 인위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주민의 생활양식, 주거형태, 수도관련

시설의변화등에따라사용량이점진적으로변화하게된다 (Kim 등, 2008).

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용수의수요처별사용량에대한실측조사를시행하고, 장·단기적변
화특성과 영향인자를 분석함으로서 용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다 과학적인 수요예측이 이

루어지도록노력하고있다 (AWWARF, 1999; AWWARF, 2000; Zhou 등, 2000). 특히미국덴버수도

국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가정용수수요패턴변화를파악하기위하여 100여가구에대

한실측조사를수행하였다 (Denver Water, 2006).

우리나라에서도 용도별 물 사용량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사용패턴을 분석하고자 2002년∼20

06년 사이에 전국 14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 용수 용도별 사용량을 측정하여 가정용수의 수

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2006). 표본가구 선정기준은 자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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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유량계 설치 등의 기술적 측면과 인구, 가구수 등의 인문, 사회적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Kim

등, 2008).

본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국내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Kim 등

(2007)은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대한 관계 여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Kim 등 (2008)은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의 특성을 분산분석, 상관분석,

월별 시계열도표를 통하여 계절별 증감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Lee 등 (2009)은 비가정용수

의업종별사용량원단위를도출하고분산분석및상관관계분석을통한사용패턴및특성을분석하였다.

또한 Myoung 등 (2011)은 가정용수의 수요량예측을 위하여 와이블 회귀모형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

였다.

위의 국내연구경향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 수요 예측을 위하여 많이 사용된 방법

은 회귀모형이다. 그러나 위의 자료와 같이 가정용수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는 회귀모

형을사용시오차항이독립이어야한다는조건에모순되는단점이있다.

본 연구는 가정용수의 용도별 물 사용량 중 변기용수와 세탁기 용수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 중 자

기회귀오차모형 (ARE; autoregressive error model)을일괄적으로적용하여월별용수별평균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기회귀오차모형은 회귀분석과 같이 설명변수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고, 어떤설명변수들이용수사용량에영향을주는지등의분석결과를비교적쉽게해석하여유용

한정보를얻을수있다 (Lee, 2010; Bu, 2011; Kim, 2011; Lee, 2012).

이를 위하여 가정용수의 용도별 유량조사를 위한 55개 시·군으로부터 표본 선정된 136가구에서

2002년∼2006년까지 측정하였다. 시계열 자료에 대한 자기회귀오차모형을 12차까지 고려한 다음, 유의

성검정을통하여유의하지않은차수를제거하는후방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을이용하였으며,

자료에대한분석은 SAS V9.2를이용하였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용수자료에대한취득방법및이상치제거방법, 시계열모형의설정

은 2절에서 설명하고, 3절에서는 변기 및 세탁기 용수별 시계열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4절에서는 결론

및본연구의성과에대하여설명한다.

2. 자료소개 및 분석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가정용수의 용도별 유량조사를 위하여 55개 시·군 14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지 못한 4가구를 제외한 13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2001). 가정 내 용도별 구분은 총량용수, 변기용수, 취사용수, 세탁기 용수, 세면용수로

구분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변기용수와세탁기용수로제한하였다.

표본가구에서 용도별 유량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자식 유량계에 데이터 저장과 무선전송이 가능

한 로거를 부착한 유량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하여 각각의 수도꼭지에 설치하였으며, 유량실측기간은

2002년∼2006년이다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2006).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상점들은 측정기계의 오류나 전송오류 등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상점들은 비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모형 구축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변기용수,

세탁기 용수 측정 데이터에 대한 이상점은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음수 값이 나타난 경우와 실제사

용이불가능할정도로과다하게측정된값으로나타나는경우로고려하였다.

변기용수와 세탁기 용수의 가구별 월별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이상점을 제거하였는데, 제거방법은 탐

색적데이터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에서이용되는외부상한 (upper outer fence)을이용하였

다 (Tukey, 1977). 외부상한은 Q3 + 3× IQR로서 정의하는데, Q3은 3사분위수로서 자료의 75%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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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값이며, IQR은사분위편차 (interquartile range)로서 3사분위수와 1사분위수의차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은절차로이상치를제거하였다.

첫번째단계로음수를제거하였으며, 두번째로 1인당용도별용수사용량에대하여가구별외부상한

을 초과하는 관찰치를 제거한다. 마지막 단계로 위의 2단계가 적용된 자료에서 다시 한번 가구별 외부

상한을 초과하는 관찰치를 제거한다. 2단계를 한 번 더 적용한 이유는 과다하게 나타난 자료를 좀 더 엄

격하게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상치 제거 후 변기용수와 세탁용수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 (ℓpcd;

liter per capita day)를가구별월별평균으로도출하였으며, 이자료를분석에이용하였다.

2.2. 용도별 용수의 자기회귀오차 모형과 적합성

자기회귀오차모형은 시계열자료를 회귀모형에 적합시킬 때 오차항들이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에적합한모형이다. 시계열변동성분중첫번째로추세성분의경우, 용수사용량이시간의흐름에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 t에 대하여 선형추세를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확보

된자료가 3년으로길지가않기때문에이차, 삼차또는비선형추세를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동성분인 계절성분의 경우 겨울철 (12월∼2월)보다 여름철 (6월∼8월)

사용량이 많은 등 월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월을 나타내는 가변수 (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월별 효과를 모형화 하였다. 참조변수는 마지막 수준, 즉 12월을 기준으로 가변수를 정의하였

다. 일반적인 k차자기회귀오차모형은다음과같다.

yt = α0 + αt+

11∑
j=1

βjdtj + ϵt (2.1)

여기서 ϵt =
∑12

k=1 φkϵt−k + wt이다. 오차항 ϵt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회귀과정 AR(k)를 따른

다. 일반회귀모형의 가정에 의하면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지만 이 모형에서는 오차항이 독립이 아니라

시차에 따른 자기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AR(k)모형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이다. dtj는 월별 가변수

로서, t시점 관측치가 j월에 해당되는 경우 dtj = 1, 그렇지 않을 때, dtj = 0로 정의된다. 따라서, βj는

j번째 월과 12월의 조정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모수가 된다. ϵt−k는 k 시차 오차, α는 시간 t에 대한

선형추세의 기울기, wt는 서로 독립이며, 평균이 0,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정의된

다.

식 (2.1)은 일반화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되며, 각 모수는 t-검정을 통해 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형추세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시간에 대한 기

울기가 유의한 경우만,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예측모형의 예측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하여 월별 가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자기상관오차

에 대하여 12차 자기상관까지 고려한 다음, 유의성 검정을 통하여 유의하지 않은 차수를 제거하는 후방

제거법을적용하였다.

유의성검정을 통하여 결정된 최종모형의 잔차에 대하여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잔

차에 대한 백색잡음과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Ljung-Box 검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결정계수 (total

R2)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이용하여일반회귀모형

과자기회귀오차모형을비교하였고, 적합성검정을통과한최종모형을이용하여 95%예측구간을구성하

였다.

3. 용수별 시계열 모형

본 절에서는 변기용수와 세탁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월별 가변수와 선형추세만 반영된 일반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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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월별 가변수, 선형추세와 자기상관오차를 고려한 자기회귀오차모형을 비교하고 최종적인 모형에 대

한시계열산포도를제시한다.

변기용수와세탁용수의원단위사용량에대한순차도표를살펴보면 Figure 3.1, Figure 3.2와같이꾸

준히증가하는양의선형추세가존재하였다.

월별 가변수와 선형추세만 반영된 일반회귀모형과 월별 가변수, 선형추세와 자기 상관오차를 고려

한 자기회귀오차 모형을 비교한 결과가 Table 3.1에 요약되어 있다. 모형에 대한 선택기준으로 AIC,

RMSE, 전체 결정계수 R2를 고려한 결과, 변기용수 및 세탁용수 모두 자기회귀오차모형이 더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자기상관회귀 모형의 잔차에 대한 Shapiro-Wilk 정규성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Figure 3.1 Time series plot of toilet water-uses

3.1. 용도별 용수 원단위에 대한 자기회귀오차모형

자기회귀오차모형의 모수추정에는 최우추정법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Yule-

Walker 추정량, 비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 (ULS; unconditional least square) 등의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기값 조건을 가정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Choi,

1992) 최우추정법을사용하였다.

Table 3.1 Goodness-of-fit criteria for OLS and ARE

Water-uses
OLS ARE

AIC RMSE Total R2 AIC RMSE Total R2 Shapiro-Wilk Test (p-value)

Toilet 199.0128 2.2840 0.5863 185.9120 1.9337 0.7137 0.8538

Laundry 218.7953 2.8905 0.5230 199.5246 2.2671 0.7157 0.9510

Table 3.2는 용도별 원단위에 대한 자기회귀오차모형 결과로서, 변기용수의 경우 월별 가변수는 유의

하지 않지만 12월에 비하여 3월∼6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방

제거법 적용결과 최종적으로 12차 자기상관오차 중에서 1차 자기상관만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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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후의 잔차가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urbin-Watson 검정의 유의확률은 0.5844로

서더이상의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았다.

Figure 3.2 Time series plot of laundry water-uses

Table 3.2 Coefficient estimates of autoregressive error model

variable
Toilet Laundry

estimate std.error p-value estimate std.error p-value

intercept 35.3144 1.6058 <.0001 24.2278 2.0791 <.0001

t 0.1525 0.0507 0.0055 0.1620 0.0682 0.0245

Jan -0.6511 1.1001 0.5587 -1.8794 1.2646 0.1484

Feb -0.1967 1.3700 0.8869 -0.3155 1.6079 0.8459

Mar -3.221 1.5923 0.0527 2.4770 1.8924 0.2012

Apr -2.2294 1.6783 0.1948 1.7612 2.0191 0.3905

May -2.0844 1.7126 0.2337 2.2037 2.0748 0.2972

Jun -2.1205 1.7204 0.228 2.8654 2.0879 0.1808

Jul -0.4547 1.7052 0.7917 2.5059 2.0629 0.2346

Aug -0.1954 1.6516 0.9067 0.0814 1.9825 0.9676

Sep -0.8327 1.4992 0.583 0.0044 1.7874 0.9981

Oct 0.6746 1.3701 0.6263 1.3542 1.6080 0.4068

Nov -1.1078 1.1001 0.3225 0.3861 1.2647 0.7624

Dec · · · · · ·
autoregressive parameter (nlag=1) -0.5474 0.1582 -0.6141 0.1492

세탁기용수의 경우에도 변기용수와 동일하게 월별 가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12월에 비하여

3월 7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자기상관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의 유의확률은 0.5981로 나타났다. 적합도 척도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RMSE값은 변기용수 1.9338, 세탁기용수 2.2708로 나타났다. Table 3.3에서 자기회

귀오차 모형의 잔차들이 백색잡음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Ljung-Box 검정결과 6차 자기상관계수

까지 모두 0 라는 가설과 12차까지의 자기상관계수가 모두 0 라는 가설이 모두 채택되어, 잔차에 남아

있는자기상관관계는존재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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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Ljung-Box tests for autoregressive error model

water-use Tolag Chi-square DF p-value Autocorrelations

toilet
6 8.45 6 0.2070 -0.057 0.233 -0.237 0.095 -0.209 0.101

12 17.54 12 0.1305 -0.003 0.030 -0.054 -0.169 0.104 -0.327

laundry
6 3.28 6 0.7733 0.044 0.110 -0.040 0.064 -0.196 -0.094

12 7.74 12 0.8048 0.092 -0.170 -0.102 -0.069 -0.096 -0.130

3.2. 자기회귀오차모형의 실제값과 추정치의 산점도

용도별 원단위의 실제값과 자기회귀오차모형 추정치의 산점도를 변기용수와 세탁기용수별로 Figure

3.3에나타내었다.

(a) toilet (b) laundry

Figure 3.3 Scatter plot and fitted regression line

x축은 용도별 용수 원단위의 실제값이고 y축은 자기회귀오차모형 추정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원점

을 지나는 대각선 주변에 값들이 많을수록 잘 적합된다고 볼 수 있다. 변기, 세탁기 용수 둘 다 비교적

적합이잘되었으나, 상대적으로세탁기용수가대각선에서벗어나는값들이좀더많이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도별 물 사용량에 대하여 자기회귀오차모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월별 용수별 평

균사용량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에 대한 자기회귀오차모형을 12차까지 고려한 다음, 유

의성 검정을 통하여 유의하지 않은 차수를 제거하는 후방제거법을 고려하였다. 결정계수 및 AIC를 통

하여 일반회귀모형에 비해 자기상관회귀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형추세 및 월별효과에

대하여시계열모형을추정하고예측곡선을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변기, 세탁기 용수 모두 유의한 양의 선형추세가 존재하므로, 시간에 따른 증가추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월별 가변수는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12월에 비하여 변기용수는 3월∼6월 사용량이

적게 추정되었으며, 세탁기 용수의 경우는 3월∼7월 사용량이 다소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적합도 척도

인전체결정계수 R2는변기용수 0.7137, 세탁기용수 0.7157로서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RMSE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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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용수 1.9338, 세탁기용수 2.2708로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가정용수의 용도별 수요예측, 수요관리 정책수립, 수도관련 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자료는 3년 동안의 단기자

료이기 때문에 선형추세만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만약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료를 확

보한다면 이차, 삼차 또는 비선형 추세를 적용하여 다양한 수요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

정용수의용도별유량조사를위하여 136가구의표본이선정되었는데, 기존연구에서표본선정의근거가

인문, 사회적인자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통계적 근거에

입각하여표본추출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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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d-uses of household water have been influenced by a housing type, life style

and housing area which are considered as internal factors. Also, there are external

factors such as water rate, weather and water supply facilities.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water consumption in households would give an explanation on the cause of

changing trends and would help predicting the water demand of end-use in household.

In this paper, we used real data to predict toilet and laundry water-uses and utilized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autoregressive err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nthly

autoregressive error models explained about 71% for describing the water demand of

end-use in toilet and laundry wate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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