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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4. 12.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2,419천명이며, 전

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특  광역시 7,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1, 시 75, 군 77) 및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

가 전체 인구의 98.6%인 51,712천명에게 상수도를 공

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상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급수전(수도계량기)의 수량

이 동 근 담당관 / K-water 연구원 설비기술연구소
dongkeun@kwater.or.kr

수도계량기 오차특성 실험결과의 

활용에 대한 소고

사업자명 계 13mm 20mm 25mm 32mm~

서 울 2,034,513  1,682,454  144,003 97,069 110,987 

부 산 344,624 298,090 22,311 13,727 10,496 

대 구 232,884 168,243 35,675 16,982 11,984 

인 천 367,187 302,228 19,741 31,851 13,367 

광 주 138,432 111,440 12,693 7,793 6,506 

대 전 128,078 91,759 19,744 10,687 5,888 

울 산 86,265 61,549 16,462 5,384 2,870 

세 종 11,017 7,896 1,509 985 627 

경 기 1,138,456 842,978 145,687 93,981 55,810 

강 원 312,031 265,755 26,669 11,853 7,754 

충 북 226,754 176,414 24,768 18,343 7,229 

충 남 255,100 213,740 18,585 13,468 9,307 

전 북 529,603 473,665 24,694 20,682 10,562 

전 남 339,160 301,417 19,967 11,364 6,412 

경 북 461,037 386,745 32,088 27,478 14,726 

경 남 399,912 358,531 20,719 12,027 8,635 

제 주 149,483 133,149 6,784 7,813 1,737 

계 7,154,536 5,876,053 592,099 401,487 284,897

표 1. 사업자별, 구경별 급수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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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총 7,154,536전이며, 소

구경인 13mm, 20mm, 25mm가 약 96%를 점유하고 

있다. 

수도계량기를 요금고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

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수도미터 기술기준 에 

제시된 형식승인과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 등에 대하여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전수검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위한 시료의 크기(개수)는 최대유량(m3/h)

을 기준으로 하며, 검정을 위한 오차검사는 KS Q ISO 

2859-1의 샘플링 검사방법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검

정증인이 부착된 수도계량기 일지라도 오차특성이 기

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도사업자들

은 구매한 수도계량기 중 샘플링과 오차검사를 자율적

으로 수행한 후 합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며, K-water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사업자와 제작사 등이 보유한 실험설비에 대한 불

확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대

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차

시험 결과는 물론 설비가 갖고 있는 불확도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기 때문에 K-water

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오차시험용 설비를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인정[유동율(0.01~40)m3/h, 중량법 

CMC 0.08%, 기준유량계법 CMC 0.15%]받은 소구경 유

량계 교정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중량법

에 의한 불확도 재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2. K-water의 교정설비

(1) 개 요

표준실에서 유량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펌프 등의 유동발생장치와 유량계를 통과한 유체를 수

집하기 위해 부피나 중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K-water의 소구경 유량계 교정장치는 펌프와 유동방

향전환기(Diverter)를 이용하여 동적유량측정(Flying 

start and finish)과 정적중량측정(Static weighing)으

로 탱크에 수집된 유체의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법과 기

준유량계를 통과하는 부피와 피교정유량계가 측정하는 

부피를 직접 비교하는 기준유량계법으로 구축되어 있

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중량법으로 불확도를 산출

하기 위한 교정장치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고, K-water

에 구축된 소구경 교정장치의 전경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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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 유량계 교정장치를 활용한 수도계량기의 성

능시험 전경은 그림 3과 같다.

(2) 불확도 산출

교정설비의 불확도 산출은 불확도에 관련된 수학적 

모델식을 정의한 후, 요소별로 불확도를 평가하는 절차

로 수행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학적 모델

액체용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는 수집탱크의 유량 

기준값을 교정대상유량계의 유량 지시값과 비교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액체용 중량식 유량

계 교정장치의 수학적 모델식은 (1)과 같다.

E = 
DUT- REF

REF
          (1)

 DUT :  교정 대상 유량계의 질량유량 지시값(kg/s)

 REF :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의 질량유량 기준값 

(kg/s)

 E : 상대 측정편차(%)

식 (1)의 상대 측정편차는 질량유량이 밀도와 부피유

량을 곱한 값이므로 식 (2)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E = 
DUT

REF

q DUT
q REF

-1           (2)

DUT :  교정 대상 유량계 설치 위치의 유체 밀도(kg/m3)

REF :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설치 위치의 유체 밀도 

(kg/m3)

qDUT : 교정대상유량계의 부피유량 지시값(m3/h)

qREF :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의 부피유량 기준값 

(m3/h)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의 부피유량(기준값)은 수집

중량, 밀도, 수집시간 및 부력보정계수의 함수이며, 식 (3)

과 같이 표현된다.

q REF = 
w
REF

t           (3)

	 є :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설치 위치의  

부력보정계수

 W : 수집된 유체의 중량(kg)

 t : 유체의 수집시간(s)

그림 2. 소구경 교정장치 전경

그림 3. 수도계량기 성능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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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식 (2)에 대입하여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의 수학적 모델을 식 (4)와 같이 정의한다.

E = 
DUT  qDUT

t

w -1            (4)

② 요소별 불확도 평가

상대 측정편차(E)에 대한 일반적인 불확도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u(E) : 합성표준 불확도(%)

 ci : 감도계수(= əE/əxi )

	u(xi) : 각 측정량의 표준불확도

	 xi : 측정량

[중량측정 불확도]

수집탱크에 수집된 중량은 전기식 지시저울로 측정

하며, 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ur(δW1) : 저울의 교정성적서 상대 불확도(%)

ur(δW2) : 저울의 경년변화 상대 불확도(%)

ur(δW3) : 저울의 온도특성 상대 불확도(%)

ur(δW4) : 저울의 크리이프 상대 불확도(%)

ur(δW5) : 저울의 히스테리시스 상대 불확도(%)

단, δW3, δW4, δW5는 로드셀 특성에 해당되는 불확도 

요인으로 전기식 지시저울의 불확도 요인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유동전환장치 불확도]

유동전환장치의 시간 측정 불확도는 아래와 같다.

u(δt)	=		u(δtREF1)2+u(δtREF2)2+u(δtdiv1)2+u(δtdiv2)2          (7)

(δtREF1)	 : 타이머의 교정성적서 상대 불확도(%)

u(δtREF2) : 타이머의 경년변화 상대 불확도(%)

u(δtdiv1)	:  유동전환장치의 수집시간에 대한  

상대 불확도(%)

u(δtdiv2)	: 유동전환장치의 유량에 대한 상대 불확도(%)

유동전환장치로 측정되는 수집시간의 수학적 모델은 

ISO 4185 Annex A.1.2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δtdiv1= 
[(qi-qn)-(q-qnt)]/qn

1/tqi- 1/tqn
              (10)

	δtdiv1 : 유동전환장치의 수집시간 측정 편차(s)

 tqi :  유동전환장치를 실험하기 위해 설정되는  

짧은 수집시간(s)

 tqn :  유량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긴 수집시간(s)

 qi :  tqi 동안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가 측정한  

유동율기준값 (m3/h)

 qn :  tqn 동안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가 측정한  

유동율기준값(m3/h)

 q :  tqi 동안 기준 유량계가 측정한 유동율 지시값 

(m3/h)

 qnt :  tqn 동안 기준 유량계가 측정한 유동율량  

지시값(m3/h)

그림 4는 30kg 수집탱크에서 최대 유동율로 실험한 

유동전환장치 수집시간의 측정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추세선의 기울기는 시간(s)으로 표현되는 절대 불확도

이며, 상대 불확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값을 수

집시간으로 나누어 준다.

유량에 대한 다이버터의 불확도는 긴 수집시간의 유

동율인 qn의 반복측정 불확도를 시간단위로 환산한다.

u(δtdiv2)	= 
1

n(n-1)
n

i=1
(Edivi- Ediv)2         (11)

u(E)	=		[cwu(W)]2+[ctu(t)]2+[cϵu(Є)]2+[c u( DUT)]2+[c u(qDUT)]2

=		u(EA)2+[cwu(δW)]2+[ctu(δt)]2+[c u(δ DUT)]2+[cЄu(δЄ)]2

ur(δW)	=		ur(δW1)2+ur(δW2)2+ur(δW3)2+ur(δW4)2+ur(δW5)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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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불확도]

밀도 측정 불확도는 아래와 같다.

(u(δT1)2 + u(δ 2)2)u(δ 1)2 + c(T)T 2
       (12)

 T : 온도(℃)

  : 밀도(kg/m3)

	 c(T) : 밀도공식의 감도계수 (kg/m3  ℃)

 u(δ 1) : 밀도공식의 상대 불확도(%)

 u(δT1) : 온도계의 교정성적서 상대 불확도(%)

 u(δT2) : 온도계의 경년변화 상대 불확도(%)

액체밀도는 압력보다는 온도에 의해 변화가 크므로 

밀도 공식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밀도 공식과 밀

도 공식의 감도계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c0	+	c1T+c2T2+c3T3

c(T)	=	c1	+	2c2T+3c3T2
(13)

[부력보정 불확도]

부력보정계수(Є)는 탱크에 수집된 액체의 상용질량

을 참질량으로 변환하기 위해 도입된다. Є은 1에 거의 가

깝고 유량에 대한 불확도 기여도는 아주 작다. 따라서, 기

준조건(20℃, 50% R.H., 1bar)에서 측정된 부력보정계수

의 참조값과 불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Є  : 1.00105

       u(δє) : 5×10-6(0.0005%)

[상대측정 편차의 반복측정 불확도]

상대측정 편차(EA)의 반복측정 불확도 식은  

다음과 같다.

u(EA)	= 
1

n(n-1) (Ei- E)2              (14)

③ 불확도 평가 결과

수집탱크 용량(30kg, 500kg)에 대응하는 최소 유동

율과 최대 유동률에 대한 불확도 평가 결과(요약)는 표 

2, 30kg 탱크의 최소 유동률 0.01m3/h의 불확도 총괄 

내역은 표 3과 같다.

불확도 평가를 위한 유동률 중 가장 크게 평가된 측정

불확도를 활용하여 K-water의 소구경 유량계 교정장치

 y = -0.016277 x = -0.001023 
R2 = 0.685781

0.00000 

-0.00100 

-0.00200 

-0.00300 

-0.00400 

-0.00500 

-0.00600 

그림 4. 유동전환장치의 실험(30kg, 최대 유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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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법)의 교정 측정 능력은 유동률(0.01~40)m3/h 범위

에서 8.0×10-4(신뢰 수준 약 95%, k = 2)로 선언하였다.

3. 맺음말

국제 측정학 용어집(International Vocabulary of 

Metrology)은 불확도를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

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파라

미터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측정 결과에 대한 의심의 

정도를 불확실한 구간(범위)과 참값이 이 구간에 존재

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로 

나타낸다. 

반면 오차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측정값과 참값

(기준값)의 차이이며, 점(Point) 개념으로 이상적인 표

수집탱크
(kg)

유동률
(m3/h)

합성표준불확도
(%)

포함인자
(k)

측정 불확도
(%)

30
최 소 0.025 2 0.05

최 대 0.036 2 0.08

500
최 소 0.017 2 0.04

최 대 0.031 2 0.07

표 2. 불확도 평가결과 (요약)

불확도
성   분 추정값 단 위 상대표준 

불 확 도
확  률
분  포

감  도
계  수

불확도
기여량 자유도

δW 0.00 kg 0.009 정규 -1.000 0.009 ∞
δW1 0.00 kg 0.008 정규 -1.000 0.008 ∞
δW2 0.00 kg 0.003 직사각형 -1.000 0.003 ∞

δt 0.00 s 0.017 t 1.000 0.017 55

δtREF1 0.00 s 0.000 정규 1.000 0.000 ∞
δtREF2 0.00 s 0.000 직사각형 1.000 0.000 ∞
δtdiv1 0.00 s 0.016 t 1.000 0.016 49

δtdiv2 0.00 s 0.005 t 1.000 0.005 9

δ DUT 0.00 kg/m3 0.016 정규 1.000 0.016 ∞

δ DUT1 0.00 kg/m3 0.015 직사각형 1.000 0.015 ∞
δTDUT1 0.00 ℃ 0.328 정규 -0.005 0.002 ∞
δTDUT2 0.00 ℃ 0.756 직사각형 -0.005 0.004 ∞

δϵREF 0.00 - 0.001 정규 -1.000 0.001 ∞
EA 0.13 % 0.005 t 1.000 0.005 9

E 0.13 % 0.025 266

U(E) 0.13 % 0.005

표 3. 불확도 총괄표(30kg, 0.01m3/h)



100  계장기술

유량계의 신기술 동향과 연계 활용

현 방법이다. 따라서, 불확도는 오차와는 별개의 개념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불확도는 작게 표현될

수록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정확하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측정기 또는 기준기에 포함된 불

확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로써 유량측정결과 오차가 1%일 경우, 이때 사용된 

기준기의 불확도가 0.3%이면 측정 결과는 (1±0.3)%의 

오차범위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측정결

과는 (0.7~1.3)%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불확도

가 크면 측정 결과의 오차범위가 커지게 되므로 신뢰성

이 낮아지게 된다.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자의 숙련도

뿐 아니라 측정 장치의 성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 따라서, 현재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검정기관, 제작

사 및 수도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오차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의 불확도 평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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