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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treatment process simulator is the tool for predicting sequential changes of water quality in a train of unit processes.

This predicts the changes through governing equations that represent physicochemical performance of each unit processes

with an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Since there is no operational data for the design of a water treatment facility,

there is no choice but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the facility by assuming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in virtual

reality. Therefore, a simulator that can be applied in the design stage of a water treatment facility has no choice but

to be built as a numerical analysis model of a deductive technique. In this study, we had conducted basic research

on governing equations, inter-process data-flow, and simulator algorithms for the development of simulators. Last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sign engineering tool development research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the water treatment

theory so that it can be programmed in a virtual world and suggesting a method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ater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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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기반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후, 주변 환

경,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조건을 고

려하여야 한다. 정수처리시설 설계자는 시공간적 환

경 변수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최적 프로세스 결정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Hamouda et al., 2009).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부터 태풍이 내습

하는 가을까지 원수 탁도 변화와 수원의 부영양화로 

인한 조류발생 문제가 되풀이되어 정수처리시설 설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운영단계에서 최적

화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리스크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 매우 중요하다.
정수처리 시설의 운영은 다수의 정수처리 엔지니어

가 교대근무를 하게 되므로 매일 변화하는 수질에 대

응하여 약품 투입과 운영방식이 항상 일정할 수 없다

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Bosklopper et al., 
2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화와 데이터 기

반의 지능형 정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귀납적(inductive) 
지능형 시스템은 운영 중인 상수도 시설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상수도시설을 계

획하고 설계할 경우에는 연역적(deductive) 기법의 수치

해석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를 위한 연역적 기법의 시

뮬레이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산업화 이전에는 원수의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으며 

수질기준도 상대적으로 느슨하였기 때문에 정수처리공

정 또한 단순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유해물질(유기화

합물)이 유입되거나 수질기준 강화로 설계단계에서 정

수처리공법 선정과 공정조합이 중요하게 되었다.
정수처리시설은 단일공정에 대한 실험(lab test)이나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에서 취득한 인자를 사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연속된 공정 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수의 정수처리공정을 

조합한 데모 플랜트(demo plant)를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나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규 

시설의 설계가 아니라 기존 정수처리시설의 개선 또

는 운영최적화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수처리공법에 대한 많은 연구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세계(virtual reality)에서 공정을 

조합하여 수질 변화를 모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러한 설계기법은 상수도시설기준이 설계 적정성의 판

단근거가 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이후 시설의 운

영과 진단에 필요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수처리 공정시뮬레이터는 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하수처리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상용화 (MassFlow3, 
2013) 되었으나, 설계를 위한 정수처리 시뮬레이터는 

상용화 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물리화학적 기반의 시뮬레이터

를 개발한 바 있으며(Choi, 2017a), 환경부에서 잔류염

소 농도를 예측하는 “소독능 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나 이들은 운영 중인 시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개발

되어 설계도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국에서도 정수처리 시뮬레이터 개발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으나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터라기보다는 운

영관리를 위한 도구이며,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OTTER는 수처리 공정을 동적 모의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PC 기반의 정수처리 시뮬레이터이다 (Head 
et al., 2002). 원하는 공정을 선정하여, 정수처리 단위 

공정 또는 전체 공정 모의실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일반 수질 항목, 유기 오염 물질, 무기 오염 

물질, 살충제 및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계 

물질의 생성량과 제거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IMELA는 DHV Water BV사와 Delft 공대에서 공

동 개발한 웹 기반(www.stimela.com)의 시뮬레이터이

다 (Van der helm et al., 2002). STIMELA는 pH, DO, 
DOC 등 일반 수질 항목의 변화를 계산하여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WatPro는 Hydromantis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정상상

태의 정수처리 공정을 모의한 것으로, 소독과 소독부

산물 모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수처리 공정상에 원

하는 위치 어디서든 소독능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
아디아와 바이러스의 불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소독제

들의(Cl2, O3, ClO2, NH2Cl 등) 처리 능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ydromantis, 2016). 
또한 최근에는 수질 데이터의 측정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는 비선형적 방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수처

리 시뮬레이터를 개발 중에 있다 (Häck and Köh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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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수원의 종류와 취수 지점 및 계절에 따라 

수질이 상이하고, 수원이 부영양화 상태일 경우에는 

일일 수질의 변화폭도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요공정의 파일럿 실험결과만을 반영하

여 설계된 정수처리시설은 장래 운영단계에서 단위공

정과 전체공정의 정수처리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

은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미 시공된 구조물

은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가능한 한 시설물의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정수처리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며, 
정수처리 시설물의 형상과 크기도 정수처리 공정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모델개발방안에 대한 기본 연구를 

사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표준정수처

리 공정, 고도정수처리 공정(고도산화, 활성탄여과, 막
여과)을 대상으로 단위 공정의 다양한 처리공법 중 대

표적인 처리공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

는 상수도시설 중 정수처리 전체 공정에 대한 수질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는 실험이나 현장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는 포함하지 않으며,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다양

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모델 개발을 위한 지배방정

식을 선정하고 향후 시뮬레이터 개발 시 검증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정수처리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단위 공

정의 이론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하여 변수(variables)와 

파라미터(parameters)를 정의하고 지배방정식을 정립

하였다.
둘째, 정수처리는 수질조건에 따라 공정조합이 다

양하다. 따라서 각 공정의 지배방정식에 입력할 데이

터와 모의결과에 따라 반환되는 데이터는 후속공정에

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흐름(data flow) 로직

연구가 필요하여 단위공정별로 모델의 입출력 수질과 

물의 특성에 관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셋째, 시뮬레이터의 검증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제 처리수질과의 비교검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코딩

의 에러 유무 검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시뮬레이터 검증을 위해서 단위공정별 검증항목과 

코딩 에러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시뮬레이터의 예측성능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는 계속과제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2.1 정수처리 공정 선정 및 처리 지배방정식

국내 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공정, 정수지)과 고도정

수처리 공정(고도산화, 활성탄, 막여과)을 선정하고 그

에 따른 각 단위 공정 목표 수질 항목을 지정하여 수

질을 예측하기 위한 지배방정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위 공정 별 목표수질 항목은 환경부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정수처리기준 해설서”에서 제시된 공정별 

감시 및 제어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정수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원수수질 데이터와 각 공정에서 필

요한 인자들은 각각 Table 1과 같으며 수질항목별 지

배방정식의 입･출력 변수는 “3.1 입･출력 변수 및 지

배방정식”에서 기술하였다.

2.2 공정 조합 시뮬레이터 프레임 개념

단위공정 그 자체는 하나의 모델이며, 단위 공정을 

조합하면 전체 정수처리 시뮬레이터의 프레임이 구성

된다. 공정 조합 및 각 공정에서 계산할 목표 수질 항

목에 대한 시뮬레이터의 프레임웍은 Fig. 1과 같이 도

출하였다. Fig. 1에서 [M10]은 정수장 건설에 관한 계

획이 수립되면, 시설규모와 설계조건[M11]이 결정되

고, 원수를 취수할 취수원의 수질검사 결과[M12]를 

입력하는 모듈이다. [M20]은 정수처리시뮬레이터의 

각종 방정식과 파라미터,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프
로세스 설계를 위한 라이브러리이며, [M30]은 원수수

질시험결과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모듈이며, [M40]은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단위공정[M41]과 조합공정[42]
을 세팅하고 [M43]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출력한다. 
[M50]은 계산을 수행하고 수행된 단위공정 예측값

[M51]과 조합공정 예측값[M52]에 대하여 평가하고

[M53] 타당할 경우 [M60]모듈로 출력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 [M20]모듈로 이동하여 다시 시뮬레이션한다. 
[M60]모듈은 출력부분으로 테이블과 그래프로 표시되

며, 취수원이 변경되거나 설계조건의 변동 등이 있어 

공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다시 [M10]단계로 되돌아

가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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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뮬레이터 구성도

정수처리시설 설계 시에는 수질에 따라서 다양한 

단위공정의 조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염소 및 고도산

화 공정은 일정한 지점이 아니라 수질에 따라 가변

적으로 투입지점을 선정하여 공정을 조합한다. 따라

서 임의의 단위 공정 조합이 가능하고 처리약품주입

의 위치 변경에도 전체공정의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없도록 Fig. 2와 같이 데이터 입출력 프레임을 구성하

였다.
각 단위공정에서 수질은 물리화학적 변화가 수반되

는 수질항목과 일부는 보존성의 물질로서 다음공정으

로 변화 없이 이송되는 공정이 있기때문에 Fig. 3과 

같이 데이터흐름(data flow)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2.4 시뮬레이터의 계산 및 예측성능평가

시뮬레이터의 성능평가연구는 Fig. 4와 같은 프로세

스로 단위공정별 수질예측성능과 코딩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여야 한다.
정수처리 설계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코딩 전단계의 

연구로서 시뮬레이터의 예측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 수질

항목은 Table 2와 같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검증하도

록 계획하였으며, 원수수질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이번 연구에서 검증하였으나 시뮬레이터의 최종 성능 검

증은 실험과 기존정수장의 설계 자료와 운영 자료를 바탕

으로 차후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배방정식에 

대한 코딩의 에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엑셀기반의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 수행하였다.

Table 1. Water quality for simulation of water treatment processes

Category
(variable)

Raw water quality, physical value, analysis items

Cation Anion Temp.
Water density

Water viscosity
Dynamic viscosity

pH
Si

TSS
TDS
TOC
DOC

UV254

Turbidity(NTU)
H+

OH-

HCO3
-

CO3
2-

Alkalinity
Zeta potential

SC
Floc size

TDS
Electric Conductivity (EC)

Ca2+

Mg2+

Na+

K+

NH4
+

Cl-

SO4
2-

NO3
-

F-

Br-

Fig. 1. Water treatment process simulator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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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unit processes and water qual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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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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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ss of simula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de 
verification.

3. 결과 및 고찰

3.1 입･출력 변수 및 지배방정식

본 절에서 정수처리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단위 

공정별 목표 수질 항목과 각 수질항목의 물리･화학적 

처리 기작을 해석하기 위한 입･출력 변수(Table 3) 및 

지배방정식(Table 4)을 도출하였다. 

3.1.1 원수수질 검사의 적정성 판단

측정된 원수 수질검사 결과는 설계 공정의 모의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질분석 오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중성도는 2% 이내, 측정 TDS 
값과 계산된 TDS 값의 오차 5% 이내, EC 측정값과 

EC 계산값의 오차 3% 이내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원
수수질 측정의 오류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전기적 중

성도(ion balance)는 측정된 음이온과 양이온의 합산 

수치로 결정할 수 있다. TDS, EC의 계산식은 여러 수

질 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

과 같다 (Brezonik and Arnold, 2011a). 
자연수계에서 음이온을 모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알칼리도로부터 일부 음이온을 계산할 

수 있다. 알칼리도의 구성성분은 CO3
2-, HCO3

-, OH-외

에도 H2BO3
-, HPO4

2-, H2PO4
-, HS-와 NH3 등이 있다. 

Normal 농도(meq/L)는 수질측정값(mg/L)을 당량으로 

나눈 값이며, CaCO3의 분자량이 100 g/mol이고 원자

가 2 eq/mol이므로 g당량수는 50 g/eq이 되며 Table 5
와 같이 수질분석 및 양이온과 음이온의 N농도를 구

하여 식(1)과 같이 이온 밸런스 오차를 구할 수 있다.

 

 ×  (1)

TDS와 EC는 각각 식(2)와 (3)과 같이 계산한다.

   

      
 ×  (2)

  


×   

×  ×  

×

×  
       ×    ×   (3)

여기에서 각 부호에 대한 정의는 Table 4a와 같다.

3.1.2 착수정

착수정은 물리화학적 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Table 2. Perfomance evaluation item for each unit process 

Water Quality
Items

Water Treatment Process

Receiving
well Mixing Coagulation Sedimentation Filtration Disinfection

Advanced
Oxidation
Process

Activated
Carbon
Filter

Membrane
Treated
Water

Reservoir

1step

pH O O O O O O O O O O

Alkalinity O O O O O O O O O O

Residual
Chlorine O O O O O O O O O O

2step
Process

Evaluation
Items

Ion balance,
TDS,

Electric 
Conductivity

Coagulant,
Alkalinity,

pH,
Diffusion rate

Floc
size Sedimentation

Turbidity,
Backwashing,

Headloss

CT value,
Inactivation ratio,
Residual chlorine

Ozone,
Organic matter 
removal rate

Adsorption,
Organic matter 
removal rate,

Turbidity

Flux

Turbidity,
CT Value,

Inactivation ratio,
Residual chlo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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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 treatment process target water quality items and Input & Output data 
Treatment Process Input Output

a Receiving Well 
Temp, pH, Turbidity, EC, TSS, TDS, TOC, 

Alkalinity, Cation, Anion
EC, TDS, Alkalinity,

TSS/NTU ratio

b Mixing
Temp, pH, Turbidity, TOC, DOC, Alkalinity, UV254, 
Coagulant Dosage, Zeta-potential, Streaming Current

pH, TOC, DOC, Alkalinity, UV254

c Coagulation
Temp, Water Density, Initial Floc Strength,

Initial Floc Size, Velocity Gradient
Final Floc Size

d Sedimentation
Temp, Turbidity, Coagulation Floc size

Water Density & Viscosity, TSS
Turbidity, TSS,

Sediment Removal Rate

e Filtration
Temp, TSS, TSS/NTU ratio Water Density & Viscosity,

Max Turbidity Detention factor
Turbidity, TSS, Head Loss,

Backwashing Period

f Disinfection
Temp, pH, DOC, Turbidity, UV254,

Ammonia, Bromide, Chlorine
pH, DOC, Alkalinity, Chlorine,

Bromate, DBP, CT value

g
Activated Carbon

Filter
Temp, Turbidity, TSS/NTU ratio, Water Density & 
Viscosity, DOC, Freudlich factor, adsorbent amount

Turbidity, DOC, TSS

h
Advanced Oxidation

Process
Temp, pH, DOC, Bromide,

Ozone & Hydroxyl Radical Concentration, Retention time
Decomposition Rate, Bromate,
Organic matter Removal Rate

i Membrane
Temp, Water Density & Viscosity & Dynamic Viscosity,

Operating Pressure, Influent Concentration
Effluent & Concentrated 

Concentration Removal Rate, Flux

Table 4. Governing Equation for each unit process

Treatment Process Model

a 
Receiving

Well

1)   × [Eq.1]

2)          
 × [Eq.2]

   [XY]: Ion concentration [mg/L], X: Ion, Y: Valence electron,
[Alk]: Alkalinity [mg/L-CaCO3]

3) 
 




×

××

×

×
×× [Eq.3]

   ECcal: Electric conductivity [μS/cm],
G0

+, G0
-, Z+, Z-, Q: Electric conductivity calculation factor,

C0: Cation, Anion Normality [meq/L],
Λ0: Total ionic conductance [S]

b Mixing

4)  


× 


       

  


 [Eq.4]

   [Alk]: Alkalinity [mg/L CaCO3], KW, K1, K2: constant,
[H+]: Hydrogen concentration [mol/L], CT,CO2: Total CO2 concentration [mol/L]

5) 
 

 [Eq.5]

   DOCcoag: DOC concentration after Coagulation [mg/L],
DOCeq: DOC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mg/L],

   DOCraw: Initial DOC concentration [mg/L],
fNDOC: fraction of non-adsorbable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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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Treatment Process Model

c Coagulation

6) max  






   [Eq.6]

   dmax: Maxium floc size [mm], d0: Initial floc size [mm],
    : Water density [kg/m3], S0: Initial floc strength [N/m2], 
   G: Velocity gradient [s-1], D: constant

7) max  


[Eq.7]

   dmax: Maxium floc size [mm] a, b: constant, G: Velocity gradient [s-1]

8) 
 






max 
[Eq.8]

   dfinal: Final floc size [mm], d0: Initial floc size [mm], c, x: constant,
   Dcoag: Coagulant dosage [mg-metal/L]

d Sedimentation

9) 
 







 [Eq.9]

   vs: Sedimentation velocity [m/s],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 Water 
density [kg/m3], : floc density [kg/m3], dfl: floc size [m]

10) 




  
 

     


[Eq.10]

   Xt: Final TSS [mg/L], X0: Initial TSS [mg/L], vs: Sedimentation velocity [m/hr],
   Q: Flow rate [m3/hr], λ: re-flotation ratio, A: Area [m2], t: retention time [hr]

e Filtration

11) ln


  


 [Eq.11]

   C0: Initial TSS [mg/L], C: Final TSS [mg/L], K: Filtration constant,
   X: Filter depth [m], t: retention time [hr],  : Maximum TSS in filter [mg/m3],
   v: filtration velocity [m/hr]

12)   












 [Eq.12]

   HL: Head loss [m], v: fitration velocity [m/s], p: porosity,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X: Filter depth [m],
   d: spherical filter diameter [m], ν: kinematic viscosity [m2/s]

f Disinfection

13)      ∙exp ∙∙exp ∙ [Eq.13]

   Cl0: Initial Cl [mg/L], Cle: Final Cl [mg/L], t: reaction time [hr], A, k1, k2: constant 

14)  ∙ ∙  ∙  ∙ ∙ ∙ [Eq.14]

   THM: Trihalomethane concentration [mg/L], TOC: TOC concentration [mg/L],
   Cl2: Chlorine concentration [mg/L], Br-: Bromide concentration [mg/L], 
   T: Temperature [℃], pH: pH, t: retention time [hr], A,a,b,c,d,e,f: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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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뮬레이터에 입력할 초기 수질검사결과의 적정

성을 위 식(1~3)으로 검증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입

출력 변수는 Table 3a와 같다.

3.1.3 혼화지

원수와 응집제의 혼화 및 수화반응은 물리･화학적

으로 복잡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혼화 정

도를 수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화공정 모의는 응집제를 수화반응이 완료되기 전

에 제한된 공간에 분산시키는 정도를 측정해야하나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어려움으

로 인하여 혼화지 전･후단에서 응집제 주입으로 인한 

전기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응집제의 혼화정도를 측

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도 방정식을 이

Table 4. Continued

Treatment Process Model

g 
 Activated 

Carbon
Filter

15)   [Eq.15]

   q: Amount of material adsorbed per kg of GAC [kg/kg],
   C: DOC concentration [kg/m3], n: Freundlich exponential constant,
   K: Freundlich capacity constant [[(mg/kg)(m3/mg)]1/n]

16) 








  [Eq.16]

   U: Flow velocity [m/s], C: DOC concentration [kg/m3], : Filter bed voidage,
   : Bulk density of GAC [kg/m3], t: Filtration time [s], z: Fiter bed distance [m]

h
Advanced
Oxidation
Process

17)   exp ∙ ∙× [Eq.17]

   kO3: reaction rate between ozone and organic matte [(mg-O3/L)-1min-1],
   k･OH: reaction rate hydroxyl radical [(mg-･OH/L)-1min-1],  

   [O3]: Ozone concentration [mg/L], [･OH]: Hydroxyl radical concentration [mg/L]

i Membrane

18)  

∆×

[Eq.18]

   JW: Flux [L/m2hr], Rm: Membrane resistance [m-1], : water viscosity,
   ∆: Transmembrane pressure

19) 
 

exp


×

×




 [Eq.19]

   JW: Flux [L/m2hr], Pf: Operating Pressure [bar], : Influent Operating Osmotic Pressure [bar],
   k: Mass transfer coefficient [m/s], A: Membrane water permeability [L/m2hr-bar]

20) 
  exp


×

×


 [Eq.20]

   JW: Flux [L/m2hr], Js: Flux(salt) [mg/m2hr], Cf: Influent water concentration [mg/L], 
k: Mass transfer coefficient [m/s], B: Membrane salt permeability [L/m2hr]

Table 5. Calculation sheet for Normality of Cation and Anion

Cation Anion

mg/L meq/L mg/L meq/L

Ca2+ as Ca2+ x1 =x1/20 Alk as CaCO333 y1 =y1/50

Mg2+ as Mg2+ x2 =x2/12 Cl- as Cl- y2 =y2/35.5

Na+ as Na+ x3 =x3/23 SO4
2- as SO4

2- y3 =y3/48

K+ as K+ x4 =x4/39 NO3
- as NO3

- y4 =y4/62

NH4
+ as NH4

+ x5 =x5/17 F- as F- y5 =y5/19

∑Cation = Total Cation Equivalent Concentration ∑Anion = Total Cation Equival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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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입되는 응집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혼화공

정에서 변화하는 pH를 계산하고, 유기물 제거량 방정

식을 이용하여 용존 유기물질의 제거율을 예측하여, 
응집제 혼화 효율을 평가하는 인자로 사용하였다. 응
집제 주입량, pH 값과 다음의 Alkalinity 방정식 식

(4)(Brezonik and Arnold, 2011b)와 유기물 제거량

(DOC, UV254) 방정식 식(5)(Edwards, 1997)을 이용하

여 모의한다.

  


   

 


) (4)

    (5)

이를 위해 필요한 입출력 변수는 Table 3b와 같고 

부호의 정의는 Table 4b와 같다.

3.1.4 응집지

응집공정의 물리･화학적 지배방정식은 최대 플록방

정식이 사용된다. 특히 플록크기를 예측하기 위한 지

배방정식은 다양하지만, 정수처리 설계조건인 응집지

의 G값(속도구배)에 따라 최대플록의 크기를 결정하

는 식(6)와 식(7)의 지배방정식(Bache, 2004; Parker et 
al., 1972)을 채택하였다. 

max  





 (6)

max  

 (7)

   


 

max  (8)

상기 2가지 플록크기 방정식을 이용하여 응집지에

서는 혼화지에서 유입된 초기 플록 크기로 부터 최대 

플록 크기를 예측하고 식(8)을 이용하여 응집지 후단

에서 측정되는 유출 플록의 크기를 통해 응집공정을 

검증한다. 응집을 모의하기 위한 입출력 변수는 Table 
3c와 같고 부호의 정의는 Table 4c와 같다.

3.1.5 침전지

침전물 제거 지배방정식(Choi, 2017b)을 이용하여 

공정을 모의한다. 물질 수지 방정식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침전물 농도 변화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하였다. 
식(9)을 이용하여 응집공정에서 구한 플록크기 인자를 

이용하여 침강속도를 구하고, 유입부의 침강성 물질 

농도슬러지의 부상율, 침전지의 용적 및 면적을 다음 

식(10)에 입력하여 침전지를 지나 후단에서 측정되는 

부유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9)

 

 


 


(10)

Xt는 침전지를 t시간 체류한 침강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며, 침강속도는     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침전공정은 탁도(NTU)와 고형

물량의 비를 이용하되 침전된 슬러지의 고형물을 

측정하여 검증할 수 있다. 침전지를 모의하기 위한 

입출력 변수와 부호의 정의는 Table 3d, Table 4d와 

같다.

3.1.6 여과지

여과는 여재의 거름작용, 흡착 및 부착작용에 의하

여 일어난다. 이러한 탁질 제거량을 판단하기 위해 

여과방정식을 이용하여 고형물 제거량을 모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측정된 여재 전후의 고형물량 농도를 

비교하여 여과방정식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여재를 통과한 탁질 제거량을 식(11)(Adin and 
Rebhun, 1991)을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여재에 지속

적으로 탁질이 축적되므로써 증가하는 수두손실은 식

(12)(Huisman, 1984)를 이용하였다. 수두손실의 증가량

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여과지속시간을 산정하여 역

세척주기를 모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ln


  


 (11)

  












 (12)

여과공정을 모의하기 위한 입출력 변수와 부호의 

정의는 Table 3e, Table 4e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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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소독공정

염소소독 공정은 잔류염소와 소독부산물의 생성에 

초점을 맞춰 공정을 모의한다. 염소는 산화기능이 있

으므로 정수처리 공정 내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로 

나눠진 염소 투입 위치에 따라 고형물과 염소의 반응

속도와 잔류염소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중 소독

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잔류염소 농도이다. 잔류염소 

농도와 소독부산물(THM)을 계산하기 위한 지배방정

식은 각각 식(13), 식(14)과 같다 (Amy et al., 1998). 잔
류염소 농도를 계산한 후 공정의 소독능을 평가하며, 
이후 소독부산물 발생량을 계산하여 먹는 물 수질 기

준의 부합을 판단한다.

     ∙exp ∙∙exp ∙ (13)

 ∙ ∙  ∙  ∙ ∙ ∙ (14)

소독공정을 모의하기 위한 입출력변수와 부호의 정

의는 Table 3f, Table 4f와 같다.

3.1.8 활성탄공정

활성탄공정의 모의는 여과지와 유사하다. 활성탄 

공정에서는 활성탄의 종류에 따라 여과방정식, 경계

조건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입상활성탄 공정을 

기준으로 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시공간적인 

액상물질의 평형상태를 나타내는 물질 수지방정식 식

(16)을 이용한다. 투과속도와 초기 DOC 농도, 평형상

태의 흡착량, Freundlich 흡착능 상수를 이용하여 활성

탄 공정의 물질 흡착률을 계산한다. 

    (15)










  (16)

활성탄공정에서 다음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한 입

출력 변수와 부호의 정의는 Table 3g, Table 4g와 같다.

3.1.9 고도산화공정

고도산화공정은 오존을 사용함으로써 제거되는 유

기물의 처리효율을 모의한다. 주입되는 오존의 농도, 
오존반응 속도상수, 수산화라디칼반응 속도상수, 용해

율을 이용하여 유기물이 공정의 후단에서 처리되는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고도산화공정을 모의하는 지

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Kim et al., 2020).

  (17)

exp∙∙ × 

고도산화공정을 모의하기 위한 입출력변수와 부호

의 정의는 Table 3h, Table 4h와 같다.

3.1.10 막여과공정

막여과는 분리막의 종류에 따라 MF / UF, NF / RO
로 나누어, 투과기작에 따라 식(18)와 식(19)의 방정식

(Baker, 2004)을 유도하여 수투과도(Jw)를 예측한다. 
NF / RO공정에서는 추가로 염투과도(Js)를 예측하여 

막분리 공정의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 

(18)

  × ∆∆ ≈

     exp


×
× 

  (19)

   × ×   ≈

     exp


×
× 

  (20)

NF / RO에 경우 유입수 농도(influent water concentration)
를 입력값으로 도출된 수투과도와 염투과도를 이용하

여 생산수 농도(effluent water concentration)와 농축수 

농도(concentrated water concentration)를 계산한다. 계

산된 유입, 농축, 생산수 농도를 이용해 성능계산 과

정을 거쳐 막여과 공정을 평가하며 막여과 공정 효율 

판단이 가능하다. 막여과 공정을 모의하기 위한 입출

력변수와 부호의 정의는 Table 3i, Table 4i와 같다.

3.2 시뮬레이터 검증 

시뮬레이터로 프로그램에서 모의하고자 하는 목표 

수질항목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
수질항목에 매개변수(parameter)를 곱한 복잡한 수식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역적(deductive) 방법

의 물리･화학적 수치해석 모델 개발은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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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model validation과 code verification 과정

이 필요하다.
Validation(성능검증)은 개발된 모델이 정수처리 시

뮬레이터로 적합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

로, 구축된 모델의 적용과 calibration으로 파라미터

(parameter)를 확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모

의한 결과를 실측값과 비교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평

가하는 것이다.
Verification(연산확인)은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의도

대로 계산 결과값이 출력되는지 증명하기 위한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excel에 지배방정식을 

작성하고, 기본값을 입력하여 계산결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설계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단

계로서 최종 조합공정의 시뮬레이터에 대한 validation(검
증)은 차후 연구과제에서 수행토록 하였으나, 수질 측

정 자료와 계산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원수수질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는 모델의 적정성 검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D 프로젝트의 정수장 설계를 위한 공인수질시험결

과(Table 6)에 대하여 Ion-balance, TDS와 EC의 측정값

과 계산값을 비교 검토한 결과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적 중성도는 알칼리도의 N 농도가 3.16 (=158/50)

이므로, 식(1)과 Table 6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Table 
7의 음이온과 양이온이 계산되며 전기적 중성도의 오차

는 1.1% [={(5.37-5.25)/ (5.37+5.25)}×100]가 된다.
TDS는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300.8 mg/L 

(=27.8+11.5+65.7+6.6+0.6×158.0+47.0+34.6+0.5+0.7+11.
6)이므로 측정값과 계산값의 TDS 오차는 0.07%[={(301
–300.8)/301}×100]이다.

EC는 식(3)을 이용하여 544 μS/cm로 계산되었고 

측정된 값이 531 μS/cm이므로 오차는 -2.5% [={(531 
–544)/531}×100]이다.

따라서 주요 수질항목의 물리화학적 이론과 수식을 

통하여 예측한 값이 실제와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고찰

표준정수처리공정과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설계 시

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복잡한 이론을 모델링이 가능한 수식으로 정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수수질분석의 적정성을 검증하

Table 6. Raw water quality data for D project 
Cation Anion

mg/L mg/L

Ca2+ as Ca2+ 27.8 Alk as CaCO333 158.0

Mg2+ as Mg2+ 11.5 Cl- as Cl- 47.0

Na+ as Na+ 65.7 SO4
2- as SO4

2- 34.6

K+ as K+ 6.6 NO3
- as NO3

- 0.5

NH4
+ as NH4

+ 0.0 F- as F- 0.7

Temperature 20.3℃, pH 8.1(-log[H+]), EC 531(μS/cm), Si 11.6 (as SiO2), TDS 301 (mg/L)

Table 7. Calculation of ion from results of raw water quality analysis

Cation Anion

mg/L meq/L mg/L meq/L

Ca2+ as Ca2+ 27.8 1.39 Alk as CaCO333 158.0 3.16

Mg2+ as Mg2+ 11.5 0.96 Cl- as Cl- 47.0 1.32

Na+ as Na+ 65.7 2.86 SO4
2- as SO4

2- 34.6 0.72

K+ as K+ 6.6 0.17 NO3
- as NO3

- 0.5 0.01

NH4
+ as NH4

+ 0.0 0.00 F- as F- 0.7 0.04

∑Cation = 5.37 ∑Anion = 5.25

 Ion balance error 1.1(%), EC 544(μS/cm), TDS 300.8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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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이론 수식화로 운영데이터를 이용한 implicit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기 개발된 해외 정수처리 시뮬레이터와 비교하면, 
대부분 소독공정과 같은 중요 단위 공정에 특화되었

고, 정수처리 전체공정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시뮬

레이터는 OTTER밖에 없어 다음과 같이 OTTER와 본 

연구과제를 비교･검토하였다.
OTTER는 유럽환경에 수계 data를 통해 개발하였기

에, 그 외에 수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수계 상황에 적용 시 예측 data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과지 모델의 경우, 물질수

지 식을 이용하여 탁도와 여과지속시간을 예측하지 

않고, 단순한 제거율을 선정하여 모델링함으로써 논

리적이지 못하다. 이 점은 설계단계에서 사용이 불가

하며, 단순히 기존의 정수장 운영 data를 적용하여 공

정의 운영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OTTER가 제공하는 단위공정의 조합은, 실
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합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했

을 때 구동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각 

입출력 변수가 지정되어, OTTER가 정해놓은 공정 조

합으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과제는 각 단위공정의 물질수지 및 물리화학

방정식을 사용하여 국내 환경과 사용자가 원하는 공정

조합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추가 연구를 수행하

Table 8. Comparison with overseas water treatment simulators

OTTER STIMELA WATPRO Functions planned in this study

Dynamic model Y Y N Y

Sludge process Y N N N

Disinfection Y Y Y Y

Sedimentation process Y N N Y

Filtration process Y Y N Y

Design process Y Y Y Y

Easy to use Y N Y -

AOP N N N Y

AC Filter Y Y Y Y

Membrane N N N Y

Ion Balance, TDS, EC N N N Y

Fig. 5.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twin and physically-based models (Ch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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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OTTER와 차별된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기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기능과의 차별성을 요약하

면 Table 8과 같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설계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의 새로운 시도로써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수처리 단

위공정별 목표 수질 항목을 선정하였고 공정 모의를 

위한 이론과 지식기반의 지배방정식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된 물리･화학적 지배방정식과 데

이터의 흐름은 정수처리 엔지니어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뮬레이터가 개발되면, 최적 설계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한 수치실험(numerical lab)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ig. 5와 같이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반시설을 사이

버상의 가상현실세계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도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물리학적 기반의 

시뮬레이터는 운영관리단계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대리모델(surrogate model) 개발에도 필요한 도

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계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1차년도 연구성과로서 향후 코딩과 성능검증을 통하

여 시뮬레이터로서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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