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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물 수요곡선에 따른 수충격에 의한
염소농도변동 모의연구
Simulation of chlorine decay by waterhammer in water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hypothetical water deman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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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intaining adequate residual chlorine concentration is an important criteria to provide secure drinking water. The chlorine
decay can be influenced by unstable flow due to the transient event caused by operation of hydraulic devices in the pipelin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ient event and the chlorine decay,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ased on the water demand curve of a hypothetical water distribution system was used. The irregular transient
events and the same number of events with regular interval were assumed and the fate of chlorine decay was compared.
The chlorine decay was modeled using a generic chlorine decay model with optimized parameters to minimize the root mean
square error between the experimental chlorine concentration and the simulated chlorine concentration using genetic algorithm.
As a result, the chlorine decay can be determined through the number of transients regardless of the occurr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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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는 각 가정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의 수질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데 정수장으로부터 가정으로의 분배되는 과정에서의 수
질은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출에 의해 멸균된 식수가 분배 시스템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2차적 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하도록 염소 소독제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Abokifa et al., 2015). 염소는 소독된 식수에서의
미생물과 병원균의 증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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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독제이며 급배수관망에서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 염소농도는 0.2 mg/L로 유지되어야 한다
(Termini and Viviani, 2015). 그러나 잔류 염소농도는 급배
수관망을 따라 이동하면서 점차 감소하므로 적정한 염소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염소 감쇄 거동을 충분히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 (Clark, 1998).
잔류 염소농도의 감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 인자들에 의한 염소감쇄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상 상태의 흐름에서 레이놀즈수
등 조건을 달리하여 염소감쇄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1차 반응 모델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나타
냈다 (Biswas and Clark, 1993; Rossman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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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e et al., 1998; Kim et al., 2015).
이전의 많은 논문들이 정상 상태의 흐름에서의 염소
감쇄 거동을 연구하였으나 비정상류인 현실 여건은 이전
의 연구들을 통해 실제 관망에 대한 염소감쇄거동을 정확
하게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관망에서는
밸브 제어, 펌프 가동, 다양한 시간대별 물 수요량 등의
요소에 의해서 정상 상태의 유동이 비정상 상태의 유동으
로 변하며, 염소감쇄가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거동할
수도 있다. 밸브로 인한 유속의 변화에 의해 수충격
(Transient)이 발생된 비정상 상태의 유동에서 그와 동시
에 레이놀즈수가 줄어들어 염소감쇄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Ramos et al., 2010). 또한, Kim and
Kim (2017)은 수충격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난류
강도(Turbulence intensity)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염소감
쇄거동이 느려지는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수충격이 많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유동일수록 염소
감쇄가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행됐던
연구들은 수충격을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게 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실제 상수관망에서는 소비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식수가 공급되므로 불규칙한 주기를 가진
수충격이 발생한다 (Goyal and Patel, 2015).
본 연구의 목표는 물 수요곡선의 가정을 통해 상수
관망에 근접하게 구현한 비정상 유동을 가진 물 분배
시스템에서의 수충격 발생횟수와 잔류염소거동의 상
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물 분배
시스템에서 가정된 물 수요곡선을 바탕으로 한 확률
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수충격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구
성하였다. 이 실험 장치를 통해 발생횟수는 같게 하되
불규칙한 시간 간격의 수충격 발생과 일정한 시간 간
격의 수충격 발생에 의한 잔류염소농도거동을 비교하
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를 이용해 실험적 염소농도와 모의된 염소
농도 간의 RMSE(Root-Mean-Square errors)를 최소화하
도록 하는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가상의 물 수요곡선에 근거한 확률밀도함수
Goyal and Patel (2015)는 실제 상수관망에서는 소비
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식수가 공급되므로 불규칙한
주기를 가진 수충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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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demand curve in hypothetical water distribution
system.

수충격 발생 주기는 시스템의 물 소비곡선과 유사하다고
가정하였고 수충격 발생 확률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이용해 근사치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물 소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벽
의 물 소비량이 작다고 가정한 물 수요곡선(Fig. 1)에
따른 5차 다항식의 확률밀도함수를 구성하였다.

2.2 실험적 조건
불안정한 유동에서 잔류 염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하도록 만들어진 소규모 물 분배 시스템은 Fig. 2와 같다.
관망은 총 125 m이고, 내경 0.02 m, 굵기 0.003 m이며
탄성 계수가 190 GPa인 스테인레스 스틸 관으로 이루어
져있다. 관망의 각 끝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탱크와
펌프를 이용한 가압을 받을 가압 탱크로 총 두 개의 탱크
가 설치되어 있고, 두 탱크 사이에는 직렬 펌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염소 센서 (CLO-1-mA-2 ppm, ProMinent,
Inc.)의 측정 범위는 0.02~2.00 ppm이고 불확도는 ± 
ppm이다. 염소 센서는 유량 제어 밸브 및 유량 측정 장치
(DGMa310T000, ProMinent, Inc.)가 설치되어 있는 우회
관망에 설치되어 있다. 염소 센서의 유량은 60 L/hr로
유지되었으며 1 Hz의 샘플링 속도로 염소 농도를 측정하
였다. 각 실험에 앞서 물 분배 시스템에서 수돗물을 30분
동안 순환시켜 생물막 생성 및 기타 잔류 물질들의 잠재
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수동으로 볼 밸브를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충격은
균일한 강도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Kim and Kim
(2017)에서 제작된 수충격 발생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백다원･김현준･김상현

반복된다. 모든 시간 간격( )에서 수충격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 )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밸브 결정 인자
(  )의 값은 난수 생성 절차에 의해 0과 1 사이에서 결정
된다.   가 확률 조건(  ≥   )을 만족할 때, 밸브가

Fig. 2. A schematic the pilot-scale experimental pipeline system
with a transient generator.

닫혀있는 시간을 설정해야하는데, 밸브가 닫혀있는 시간
이 길수록 수충격의 영향은 크게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충격 발생기를 통해 소규모 실험관망
에서 초기 농도 0.61 ppm의 농도인 상수를 각각 다른
조건에서 유속 60 L/hr로 2.07일 동안 운전하며 염소의
농도가 감쇄되는 거동을 살펴보았다. 정상 상태 유동
(Steady), 가정된 물 수요곡선의 확률밀도함수(Fig. 1)에 기
초하여 수충격이 발생되는 유동(ADC(Assumed demand
curve based flow)), ADC와 동일한 수충격 발생횟수를 가지
나 발생간격이 530.55 sec당 1회로 일정한 유동(R(Regular
based flow))으로 총 3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조건에서의 밸브 닫힘 시간은 10초로 설정하였다.

2.3 염소 감쇄 모델
Table 1에서 물 분배 시스템의 염소 감쇄를 예측하
기 위해 기존 모델 구조보다 정확도가 높은 표준 염
소감쇄모델을 나타내었다 (Kim and Kim, 2017). 표준
염소감쇄모델은 을 정수로 제한하는 일반적인 모델
과는 달리 을 실수로 정의한다. 차 모델은 염소감
쇄율이 염소 농도의 승에 비례하며 매개변수  가
조정 가능하며, 제한된 차 모델은 일부 염소가 미반
응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여 매개변수     으로

Fig. 3. Flow chart of transient generator us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수행하였다. 또한 상수관망의 물 소비곡선에 따른 확률
밀도함수를 바탕으로 수충격을 발생시키기 위해 수충격
발생기는 National Instrument 장치 (NI cDAQ-8178,
NI-9203, NI-9215)와 LabVIEW 2015 software를 통해 제어
하였다. Fig. 3은 수충격 발생기의 운영 흐름도를 보여준
다. Fig. 3의 과정은 설정한 시간이 끝날 때( )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일반화된다. 그리고 결합
된 ‘+’ 모델은 2개의 반응물이 도입됨에 따라 차
반응 모델과 제한된 차 반응 모델의 추가적인 일반
화가 이루어진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염소감쇄모델의 매개변수들은 유전자
알고리즘(GA)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유전
자 알고리즘은 Dawin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계산
모델로서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에 속한
방법이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선
택(Selection)하여 정해진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교배(Crossover) 또는 돌연변이(Mutation)
를 생성하여 점차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더 좋은 해들
을 생성한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단순한 병렬적으로
해를 탐색하는 다른 진화적 알고리즘들과 달리 많은
매개변수들을 포함하여 복수의 개체 사이에서 선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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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ic models for chlorine decay in water distribution system
Title

Governing equation




  


th

      


Limited th


        
  

Combined
(+)

Parameters


    
 








    
 

 






     
       

  


    
  

 

 


        
    

 


    
  

  
  

교배 등의 유전적 조작에 의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해
의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수학적 연산
이 불필요한 적응도(Fitness) 평가를 통해 적절한 해를
분별함으로써 계산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적응도 함수
(Fitness function)가 불연속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
즘을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최적화의 목적
함수 RMS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mod   ⋯  



(1)

 

여기서 는 시간 단위이고,   는 측정된 염소 농
도이고,  m od       ⋯   는 선택된 모델로부
터 모의된 염소 농도이다. 그리고   는 번째 물질의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충격 발생 소개 및 염소농도 감쇄 결과
Fig. 4은 정상 상태 유동(Steady), 가정된 물 수요곡
선의 확률밀도함수에 의한 불규칙한 간격의 수충격이
발생하는 유동(ADC), 앞서 행한 실험과 수충격 발생
횟수는 같으나 규칙적인 간격의 수충격이 발생하는
유동(R)에서의 시간에 따른 잔류 염소감쇄거동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이전의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정상
상태 유동 조건의 steady는 비정상 상태 유동에 비해
빠른 염소감쇄거동을 보인다. 그에 반해 ADC와 R은
느린 염소감쇄거동을 보이며 ADC와 R의 최종 잔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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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chlorination of concentration under
3 hydraulic conditions (Steady, ADC, R).

염소농도는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모델을 구동하기
전에 염소감쇄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ADC와 R을 비
교해보기 위해 1차 반응이라 가정하여 ADC의 염소감
쇄속도 상수(    )과 R의 염소감쇄속도 상수(  )
의 차이를 보면         0.0054   로 수치
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수충격의 발
생 횟수가 염소감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생 간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건물 옥상의 모의관망에서 행해
져 다른 날짜에 수행된 ADC와 R의 염소감쇄속도상수
사이의 작은 오차는 일조량과 같은 온도 변화가 수온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owell et al.
(2000)은 수온은 일년 내내 변할 것이고, arrhenius 방정식
은 온도 변화가 염소감쇄기작의 화학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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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rhenius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exp  
     

(2)

여기서  는 염소감쇄속도상수(   ),  는 빈도
인자(반응 차수에 따른 단위), E는 활성화에너지
( )이고 R은 이상기체상수()이다. 
의 값은   값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Hallam et al.
(2003)은  와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을 예측하기 위한 결합방정식을 나타내었다.


 



   ×   ≤        






  × exp  
      

(3)

본 연구에서는 식(2)의  와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
며 ADC와 R을 위의 식을 통해 동일 온도로 보정한 염소감
쇄속도를 비교하였다. 동일 온도로 보정하였을 때 ADR의
염소감쇄속도상수(    )와 R의 염소감쇄속도상수
(  )의 차이는         0.0005   로 두
조건의 염소감쇄속도상수 값이 같다고 볼 수 있다.

3.2 염소 감쇄 매개변수의 최적화 결과
본 연구의 3가지 조건의 실험적 염소농도와 GA를

통해 모의된 염소농도 간의 RMSE를 최소화하도록 하
는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각 조건에서 표준 염소감쇄모델들 사이의
RMSE 값을 살펴보면 수치적으로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중 특히 결합된 ‘+’ 반응 모델의
RMSE 값이 작게는 0.0001  , 크게는 0.0005
 의 차이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준 염소감쇄모델들의 계산 시간을 살펴보면 결합된
‘+’ 반응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매개변수가 2
배 이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시간이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 결합된 ‘+’ 반응 모델은 차 반
응과 제한된 차 반응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델로써
차 반응 모델 또는 제한된 차 반응 모델이 적합하
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달리 염소감쇄거동을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통해서 다른 모델들과 동일한 계산 시
간 내에 보다 일반적으로 모의 및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질
적인 조건에서 염소감쇄거동을 예측하고 모의하는 것
에 대해 적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합
된 ‘+’ 반응 모델이 가장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되
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건들에서 표준 염소감쇄모델들
을 통해 실험적 염소감쇄거동이 잘 모의됨을 알 수
있다.
각 조건들 사이의 RMSE 값들을 비교하였을 때
steady는 ADC와 R에 비해 모든 염소감쇄모델들에서

Table 2. Generic models calibration using GA(Genetic algorithm)
Steady
Title

nth order
Limited
nth order

Parameters

Calculation
time (sec)

0.0066

15.922

Coefficient
48.3059

R

RMSE
(mg/L)

Calculation
time (sec)

0.0146

15.797

Coefficient

   

0.2164



0.8986

   

0.1870



  

0.0296



0.6237

1.1911

2.2913

10.5277
2.3127

0.0066

15.672

0.4766

2.0062
6.2346

0.0142

15.484

0.3173



0.1979

2.1830

7.4389





3.0127

1.1582

14.9995

 

   

0.0376



0.8660



0.6055

4.8126

6.5554



2.4638

0.7701

3.9158

0.0065

16.234

0.1405
0.8125

RMSE
(mg/L)

Calculation
time (sec)

0.0085

15.906

0.0083

16.750

0.0081

16.750

1.3793



 

Combined
(n+n)

Coefficient

ADC

RMSE
(mg/L)

0.0141

16.172

0.0094
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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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낮다. Steady와 달리 ADC와 R은 수충격 발생에
의한 급격한 유속의 생성이 염소감쇄거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한 유동에서의 염소감쇄거동을 모
의하는 steady의 표준 염소감쇄모델들의 RMSE 값은
ADC와 R에 비해 낮다. 또한 모델들을 통해 반응의
차수()에 대해 값을 구하였을 때도 steady의 경우 차
이가 크게 없는데 ADC와 R의 경우 매개변수를 달리
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Fig. 5(a), (b), (c)는 각각 3가지 조건에서의 실험적
염소감쇄거동을 표준 염소감쇄모델을 통해서 모의한
그림이다. steady의 경우 ADC와 R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험적 염소감쇄거동을 잘 모의하였다 (Fig. 5(a), (b),
(a)

(c)). Table 2에서 steady의 RMSE값이 ADC와 R에 비
해 낮은 값을 가지는 이유와 같이 수충격 발생에 의
한 급격한 유속 변화를 가진 불안정한 유동에서 염소
농도를 관측했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수충격 발생횟수는 같으나 가상의
물 수요곡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의 수충격과 규칙적인 시간 간격의 수충격 발생
에 의한 염소감쇄거동을 비교해봄으로써 수충격 발생
과 염소감쇄거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
(b)

고 실험적 염소감쇄거동을 바탕으로 GA을 이용하여
표준 염소감쇄모델들의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3가지 조건에서의 염소감쇄거동에
관한 실험은 외부에 있는 소규모 실험관망에서 수행
되었기 때문에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보정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ADC와 R의 실험적 염소감쇄속
도는 동일하였고 이를 통해 수충격 발생횟수만 같다
면 발생 간격에 상관없이 염소감쇄거동은 동일하다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Steady, ADC, R 조건에서 매개변
수 최적화를 수행한 표준 염소감쇄모델들은 모두 실
험적 염소감쇄거동을 잘 모의하였으나 그 중 결합된
‘+’ 모델이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된 물 수요곡선과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한 표

(c)

Fig. 5. Comparison of chlorine decay concentration using GA
under (a) Steady condition, (b) under ADC condition,
(c) 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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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염소감쇄모델을 통해 염소감쇄거동에 대한 중요인
자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는 실제 상수관망
의 물 수요곡선을 활용한 염소감쇄거동을 검증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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