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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정수장의 공정 중 약품투입곤정에서 응집제 투입

률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방법에 대한 분석 및 기존의 

학문적, 기술적 자료를 검토하여 유사 분야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최적 응집제 투입률 제시를 목표

로 운영 근무자의 의사결정 패턴을 입력 변수와 출력변수의 관계 패턴으로 학습한 후 학습된 패턴을 실제 응집제 주

입 공정에 적용하여 침전수 탁도가 목표치에 근사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하였다. 데이터 범위 

산정과 전처리를 거친 변수를 선정하여 알고리즘 수행을 준비한 후 군집화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수

행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coagulant input rate in the drug-injection tank during the process of the 
water purification plant was derived through big data analysis and predic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analysis of big data technology and AI algorithm application methods and existing academic and technical data were 
reviewed to analyze and review application cases in similar fields. Through this, the goal was to develop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coagulant input rate and to present the optimal input rate through autonomous driving simulator and pilot 
operation of the coagulant input process. Through this study, the coagulant injection rate, which is an output variable, is 
determined based on various input variables, and it is developed to simulate the relationship pattern between the input 
variable and the output variable and apply the learned pattern to the decision-making pattern of water plant operat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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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산업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류

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자원 부족 현상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불과하다. 현재 수돗물 생산 체계는 많은 환경변화에 대

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사람의 판단에 의한 설비 

운영으로 인해 운영 편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도사업장에 적용할 신기술의 발굴 및 적용

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시설에 맞는 인공지

능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후 수도 인프라 개선 

및 운영비용 절감 등 운영 패러다임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수장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공정 중 약품 

투입 공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예

측을 통한 응집제 투입률 결정 알고리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응집제 투

입률 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원수 수질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한 최적 응집제 

투입률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표준제어로직은 약품 주입률 등 운영자의 의사 결정

사항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표준 수운영시스템 기반의 

수처리공정 자동운전 프로그램으로 태그 매칭만으로 

손쉬운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하다[1]. 
하지만 표준제어로직은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정성의 강화가 요구되며, 약품 변경 혹은 기호 

변화나 계절의 변경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 

시 회귀다항식 계수값 조정 또는 재구축 등과 같은 연산

식 개선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2-4].
또한, 고탁도와 같은 수질 변화 시 표준제어로직의 회

귀다항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운영 경험 및 조견

표를 고려하여 운영자가 주입률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예측 알고리즘 및 기계 학습을 적용

하여 기존 수질 변화 시 운영자 주관의 주입률 판단 및 

급격한 수질변동에 따른 대응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

고 기계 학습 기반으로 약품 주입률을 실시간으로 결정

하여 많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휴먼 오류 사전

에 예방하고자 한다.

Ⅲ. 기계학습기반 응집제 투입 시스템

본 장에서는 기계 학습 기반의 최적 응집제 투입 알고

리즘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

폼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응집제 투입률을 분석 및 

설계하고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3.1.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SCADA에 저장된 분석용 데이터의 분석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기 위하여 에이전트(Agent)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적재 및 실시간 변환을 위한 수집 및 전처리를 

시스템과 원본 데이터 및 분석용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

한 하둡(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 고성능 분

석을 위한 Spark 기반 분석 플랫폼을 그림 1과 같이 구

축하였다.

Fig. 1 Target System Configuration

3.1.1. 데이터 수집 시스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자료 송신 시스템과 자료 수신 

시스템 및 전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송신 

시스템은 Fluentd를 활용하여 SCADA 서버에서CSV 파
일 형식으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시각화 시스템에 설

치된 Kafka에 전송한다. 전송한 이력의 관리가 가능하

여 안정적인 자료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송

신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자료 수신 시스템은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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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료 송신 시스템

과 연동되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

터를 데이터 전처리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3.1.2. 데이터 저장 시스템

SCADA 시스템에서 생성된 CSV 데이터를 SCADA 
시스템의 Fluentd가 수집한 뒤 Kafka로 전송한다. Kafka
에 적재된 데이터는 AI 서버의 Fluentd를 통해 로컬 파

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분석

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 변환하여 저장하고, 원
본 파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둡의 HDFS는 클러

스터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고, HA 구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

3.1.3. 데이터 분석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구축된 서

버로 구성하며, HA 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하둡의 맵리듀스(MapReduce)는 

슈퍼컴퓨터 없이 서버를 여러 대 연결하여 빅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다[5-7]. 분산 분석을 위해 Spark를 사용하

여 구성함으로써 하둡 시스템과 연계 및 분산 분석이 용

이하게 하였다.

3.2. 응집제 투입을 위해 적용된 기계 학습 기법

최적의 응집제 투입률 결정을 위한 AI 알고리즘이 데

이터에 기반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

은 분석 절차가 필요하다.

Ⅳ. 실험 및 결과분석

본 장에서는 예측 알고리즘 운영 검증을 위하여 원수 

탁도에 따르는 응집제 주입률의 변화와 침전수 탁도를 

비교하였다. 

4.1. 실험 환경

표준 수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 결과의 입출력

이 가능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총 5대의 동일한 사양의 

신규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에 3대, 수집 및 시각

화를 위해 2대로 구성하였다. 

Fig. 2 AI algorithm analysis procedure

4.2. 실험방법

현장 시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결정된 입력 변수와 알

고리즘 기반으로 운영 실험을 주간 운영 및 주야간 운영 

실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운영 실험 이전 원수의 

탁도 범위 중 20 NTU 이상의 탁도는 전체의 6%를 차지

하였지만, 운영 실험 기간의 원수 탁도의 경우 75%를 

차지하는 고탁도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탁도 시에 유량의 증가가 있을 경우 일정한 수준 이

하로 침전지 탁도가 유지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우

므로 약품 주입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데

이터가 부족한 고탁도 구간 대응을 위하여 회귀 예측모

델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유량에 따라 침전지 목

표 탁도에 대해 다변화가 가능하게 후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성능을 실험하였다.

4.2.1. 전처리 기법

정수장의 원수의 상태를 대표하는 탁도,전기전도도, 
pH, 수온의 수질 인자를 주요 변수로 하는 x축을 t 시간

의 데이터로 y축을 t+1시간의 데이터로 설정하여 분석

한 결과 전기전도도와 탁도가 데이터 품질에 따라 불안

정한 편이었다. 특히 탁도는 응집제 투입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안정한 탁도값을 응집제 주입률

을 위한 결정 모델의 입력 변수로 설정하면 모델링 결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탁도를 포함한 입력 변

수들의 전처리를 위해 일반적인 저역 필터에 극단값 필

터링을 사용하였다.

4.2.2. 군집화 알고리즘 선정

본 논문에서는 유효한 군집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 실

루엣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실루엣 분석

에 사용되는 수식은 식(1)과 같고, 이를 이용해 적절한 

군집 개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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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result of silhouette(Cluster count 2∼5)

Fig. 4 Analysis result of silhouette(Cluster count 6∼10)

차원 축소된 데이터의 실루엣 분석 결과로는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분석한 결과 10개의 군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적정 군집의 개수를 10으로 

했다. 각 실루엣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Number of 
association 2 3 4 5 6 7 8 9 10

Point 0.41 0.443 0.485 0.476 0.484 0.551 0.556 0.558 0.571

Table. 1 Analysis result of silhouette

 max 
   (1)

 : 군집 내에 있는 다른 포인트와의 평균 거리

 : 속하지 않은 군집 중 가장 가까운 군집과의 평균 거리

군집화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정 랜드 지수

(Adjusted Rand Index, ARI), 조정 상호 정보량(Adjusted 
Mutual Information, AMI), 실루엣 점수(Silhouette Score)
에 대해 검증하고 해당 성능 기준에 대한 결과에 따라 

군집화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상술한 총 3가지 검증 방법에 따른 알고리즘별 점수

는 표 2와 같다.

Algorithm Score

K-Means

Adjusted Rand Index 0.011

Adjusted Mutual Information 0.55

Silhouette Score 0.572

Agglomerative

Adjusted Rand Index 0.01

Adjusted Mutual Information 0.546

Silhouette Score 0.546

DBSCAN

Adjusted Rand Index 0

Adjusted Mutual Information 0

Silhouette Score 0

Table. 2 Score table for each clustering algorithm

각각의 알고리즘의 검증 결과 K-Means 알고리즘이 

군집을 분류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된 군집별 원수 

상태는 응집제 주입률 상·하향 조절 상황과 비교하여 표 

3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Means 알고리즘 사용

시 초기 중심은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Clust
er

Turbid
ity Temp Condu

ctivity pH
Coagulant 
Dosing 

Rate
Cluster name

0 Bottom Bottom Middle Middle Bottom Clear and cold 
water quality[Low]

1 Bottom Bottom Top Top Middle
Water quality with 
high conductivity 

and pH[Mid]

2 Bottom Middle Bottom Bottom Middle
Slight turbidity 

change, large normal 
water quality [Mid]

3 Top Middle Bottom Bottom Top
High turbidity 
water quality 

[High]

4 Middle Middle Middle Top Middle
Algae flourishing 
conditions water 

quality[Mid]

5 Middle Middle Middle Bottom Middle Usual water quality 
[Mid]

6 Middle Top Top Bottom Middle Usual water quality 
[Mid]

Table. 3 Features of each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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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계 학습 방법들 간의 성능 분석

4.3.1. 예측 알고리즘 비교 실험

분류된 군집별 수질에 맞추어 최적의 주입률을 예측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KNN, OLS, GBR 등
의 3가지 회귀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도에 대해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 예측 값의 분포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로 각

각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8-10]. OLS의 경우 예측값

에 대해 실제값과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성

이 있으나, 평균값보다 주입률을 더 낮추거나 높이는 이

전 이력과 상황 정보에 대해 학습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전체 15회 반복실험 결과 신뢰수준 95% 하에서 

OLS의 평균 절대오차(MAE, Mean Absolute Error) 신
뢰구간은 [2.06, 2.39]였다. KNN은 GBR이나 OLS보다 

탁도가 안정적인 수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예측값 변

화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15회 반복실험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KNN의 MAE 신뢰구간은 [2.11, 
2.22]였다.

GBR은 OLS보다 예측값이 더 넓게 분포하였고 KNN
보다 안정적인 예측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5회의 

반복실험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GBR의 MAE 신뢰구

간은 [2.11, 2.24]이었다.
GBR과 KNN, OLS 각각의 MAE 평균은 2.18, 2.16, 

2.23이었고, 표준편차는 0.13, 0.11, 0.33이었다. OLS의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값 오차 변

동 폭이 크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실제값을 완전히 대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KNN의 경우 GBR과 

비교하여 MAE 평균이 비슷하게 작지만,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나타내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운영에 적용

하기에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GBR 경우 임의의 추출 방식을 설명 변수와 

학습 데이터 자체에 적용하여 다양한 수질 상황으로부

터 예측값을 산출하도록 모델 구조가 설계되어 상대적

으로 과적합 위험성이 낮다. 이와 더불어 GBR은 다양하

고 큰 학습 데이터일수록 실제 모수에 가까운 예측값을 

산출할 가능성이 커져 적재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더 많

은 데이터를 학습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재학습될 경

우 OLS나 KNN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GBR을 회귀 예측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4.3.2. 검증 및 고찰

응집제 투입률에 대한 이전 데이터 패턴 정확도 검증

은 데이터 추출방식에 따라 기간 구분 추출방식과 임의 

추출방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임의 추출방식은 전체 데이터 기간 중에서 80%를 학

습 데이터로 추출하고, 20%를 예측 데이터로 추출해서 

도출된 모델이 과거의 데이터 패턴과의 유사성을 비교

하여 해당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임의 추출방식

에서 Polymax과 A-PAC 별로 운영 모드를 다르게 하여 

비교한 평균 절대비 오차는 Polymax와 A-PAC의 0%와 

1%로 실제 주입률과 예측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간 구분 추출방식의 경우 검증용과 학습용 데이터 

추출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데이터에 대해 학

습 데이터로 추출하였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데

이터를 예측 데이터로 추출하여 모델 적합도를 검증하

였다. Polymax과 A-PAC별로 운영을 다르게 하여 비교

한 평균 절대비율 오차는 Polymax과 A-PAC 대부분의 

군집에서 오차율이 임의 추출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나

며 MAPE는 24%와 12%로 실제 주입률과 예측값의 차

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Turbidity of raw water

Clust
er

Turbid
ity Temp Condu

ctivity pH
Coagulant 
Dosing 

Rate
Cluster name

7 Middle Bottom Middle Worst Middle Usual water 
quality[Mid]

8 Best Middle Worst Worst Best
Highest turbidity 

water quality 
[High]

9 Best Middle Worst Worst Best
Highest turbidity 

water quality 
[High]



K-means 알고리즘과 GBR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수장 응집제 투입률 결정 기법

797

운영 실험 종료 후 그림 5의 원수 탁도에 따른 주입률 

설정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그림7에 나타내

었고, 그에 따른 침전지 탁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견표

이다. 지정된 원수 탁도 범위에 따라 Polymax 및 A-PAC 
별 조견표대로 지정된 약품량을 주입하게 된다. 그림 8
에서 알 수 있듯이 계열별 응집제 주입률을 비교해보면 

AI 결과와 표준제어로직 결과가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Comparison between AI and operating 1st 
coagulants dosing rate

Fig. 7 Comparison between AI and operating 2nd 
coagulants dosing rate

Fig. 8 Turbidity of sedimentation basin

약품 주입률 예측 알고리즘 모델 최적화 검증은 

Polymax 주입률과 A-PAC 주입률로 수행하였다. 각 항

목당 10개의 클러스터링에 대해 GBR 알고리즘을 적용

한 예측모델을 2년전 운영 자료와 비교해 정확도를 평

가하였고, 학습 데이터로 80% 기간을, 테스트 데이터로 

20% 기간으로 분류하였고, 회귀 모델 성능 측정하기 위

해 R2로 평가하였다. 평과 결과는 표 4에 표현하였다. 
A-PAC 주입률 정확도 평가 결과는 평균 98%, Polymax 
주입률 평가 결과는 평균 99%임을 알 수 있다.

Division
A-PAC Polymax

R2 (train) R2 (test) R2 (train) R2 (test)
All 0.98 0.98 0.99 0.99

C
l
a
s
s

0 0.99 0.99 0.99 0.99
1 0.99 0.99 0.99 0.99
2 0.97 0.9 0.99 0.99
3 0.99 0.99 0.99 0.99
4 0.96 0.94 0.96 0.98
5 0.98 0.9 0.98 0.98
6 0.99 0.99 0.99 0.99
7 0.99 0.99 0.99 0.98
8 0.96 0.96 0.99 0.99
9 0.99 0.99 0.99 0.99

Table. 4 A-PAC & Polymax dosing rate accuracy evaluation

Ⅴ. 결  론

현재 응집제 주입률은 표준제어 로직을 이용하여 자

동운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운영 근무자가 수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회귀 다

항식의 경우 수질 혹은 약품 등의 변화와 같은 외부요인

에 의해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AI 알고리즘은 원수의 상태를 나

타내는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응집제 주입률을 결정하

고, 이를 활용하여 침전수 탁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응집제 주입률 예측 알고리즘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범위를 산정하고 전처리를 수행

한 변수를 선정하여 알고리즘 수행을 준비하고 분류와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수행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 시 극단값 필터링을 적용해 이상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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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결측값을 보정하여 전체 원수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할 때 다양한 종류의 원수가 섞여 있어 정확한 예측

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수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원수 분류를 위해 다양한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고, 이 중 가장 적합한 K-means 알고리즘을 채택하

여 군집화를 진행하였다. 분류 후 예측을 위해 OLS와 

GBR 및 KNN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값과 실

제값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안정적 예측

값을 갖는 GBR을 사용해 분류된 각 원수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수의 예측모델 적용으로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측모

델 평가 결과로 A-PAC의 경우 평균 98%이고 Polymax
의 경우 평균 99%의 정확도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 인공지능에 기반한 응집제 투입 알고리즘의 경

우 과거 운영 형태를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잘못

된 운영까지 학습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품 

절감 관점 및 강화 학습으로 최적 주입률을 위한 예측 

알고리즘 개발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PAC
과 Polymax의 투입률은 약품공정 이후 여과공정에서 

0.1~1.0 NTU의 탁도값을 같도록 목표로 예측된다. 또
한 약품 종류는 고탁도 및 저탁도의 분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각 정수장마다 원수의 특징 및 그에 따

른 연계 종속 변수의 특징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 분석과 재학습을 통해 응집

제 투입률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수 있으며 최적의 

응집제 투입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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