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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ater supply management technology is highly developed, and a computer simulation model plays a critical role for 

estimating hydraulics and water quality in water distribution networks (WDNs). However, a simulation of complex large water networks 

is computationally intensive, especially for the water quality simulations, which require a short simulation time step and a long 

simulation time period. Thus, it is often prohibitive to analyze the water quality in real-scale water networks.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water quality simulations in complex water networks, a hierarchical water-quality-simulation 

technique was proposed. The water network is hierarchically divided into two sub-networks for improvement of computing efficiency 

while preserving water quality simulation accuracy. The proposed approach was applied to a large-scale real-life water network that 

is currently operating in South Korea, and demonstrated a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chlorine concentration under diverse chlorine 

inject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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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국내 상수도 관리 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수관망 내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수리·수질 해석

모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컴퓨터 해석모형의 부담을 가중하고, 특히 짧은 계산시간 간격과 긴 모의

시간이 요구되는 수질해석의 경우, 막대한 계산시간이 소요되어 다양한 수질모의 및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상수관

망시스템의 수질해석의 계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계통을 2단계로 계층화한 후, 계층화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수질모의를 수행하는 

계층적 수질모의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의기법은 국내 대규모 상수도 네트워크에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염소투입농도 시나리오에 따른 잔

류염소농도의 시공간적 분포를 모의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네트워크 계층화, 상수관망시스템, 시공간분석, 잔류염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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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1960년대 22% 수준에서 현재 98% 

수준에 도달하는 등 수량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상수도 내 수질사고로 

인해 음용수로서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

난 2013년 환경부(ME, 2013)의 국내 상수도 음용 현황 조사 

결과,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로 녹물이나 이물질, 

수돗물의 냄새와 맛,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에 따른 우려가 각

각 54.4%, 51.4%, 50.7% 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 중, 

‘녹물이나 이물질’, ‘수돗물의 냄새와 맛’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이며, 상수

도 공급계통의 정밀한 수질해석 및 공급수질 개선을 통해 해

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수도 연구 분야에서는 상수관망 해석 기술을 용수

공급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질해석 정확도를 개

선하고, 공급수질을 고려한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

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hung et al. 

(2004), K-water (2010), Lee (2019) 등의 연구에서는 실내실

험을 통해 수질 반응계수를 추정하였으며, K-water (2017)의 

연구에서는 상수관망 수리·수질 해석 모형 중 하나인 EPANET 

(Rossman et al., 2020)을 활용하여, 실제 수질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질 반응계수를 추정하고 국내 상수관망 해석에 

적용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EPANET 모형은 상수관망시스템의 수질해

석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Rossman and Boulos 

(1996)의 연구에서 수질해석 기법에 따른 그 정확도와 효율을 

검증한 바 있다. 이후, Sakarya and Mays (2000), Tryby et al. 

(2002), Prasad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EPANET 모형과 

최적화 기법을 연계함으로써 최적 수질 공급을 위한 배수펌프

의 운영, 정수처리 시설의 배치 및 운영 등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Wang et al. (2001), Kang 

and Lansey (2010)의 연구에서는 공급지역 내 잔류염소농도 

등 수질변화에 따른 피드백 제어 방법을 제시하거나, 실시간 

최적 정수처리 계획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수관망시스템 내 

잔류염소농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

이처럼 상수관망시스템 연구분야에서는 컴퓨터 모형을 

이용한 해석이 필수적이며, 국내 연구 및 실무 분야에서도 

EPANET 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컴퓨터 성능이 크게 발달한 현재까지도 대규모 네트워크

의 수질해석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대

표적으로, 반복적인 수치해석 기법의 특성상, 수만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관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수질해석은 긴 계산

시간으로 인해,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수질해석에 있어서 실제 용

수공급 상태를 나타내는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추가적

인 모의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산효율 문제가 더욱 부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상수관망시스템의 수질해석에 있

어서 계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계통에 따라 네트워크

를 송배수구간 및 배급수구간의 두 가지 계층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계층적 모의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국내 

대규모 상수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염소투입농도 시나리오에 따른 잔류염소농도 분포를 시공간

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1절에서

는 EPANET 모형의 수리·수질 해석 이론을 소개하였으며, 2.2

절에서는 상수관망시스템의 공급계통에 따른 계층적 모의기

법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상수도 수질 반응계수의 추정방

법(3.1절)과 비정상수질 공급량 분석방법(3.2절)을 다루었

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적용대상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 및 

계층화 모의, 잔류염소농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5장을 통해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발

전 방향을 소개하였다.

2. 상수관망시스템의 계층적 수질모의

2.1 EPANET을 이용한 상수관망시스템 모의

상수관망의 해석이란 물 공급원으로부터 이용자에게 용수

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 시스템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수

리학적(Hydraulic) 및 수질(Water quality) 상태 변화를 연산

하고, 모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무수히 많은 요소가 관여하

는 상수관망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상수관망의 해석은 다

양한 컴퓨터 모형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EPANET 모형을 활용하여 상수관망시스템의 수리 및 수

질해석을 모의하였다. EPANET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

게 활용되고 있는 상수관망해석 모형으로써, 수리·수질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할 수 있다.

먼저 EPANET 해석에 따른 수리학적 상태 변화는 관로 내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수두(Head) 손실과 그 밖의 펌프, 밸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두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

마찰 손실수두는 관로의 직경(D), 길이(L), 조도계수 및 유량

() 조건을 바탕으로 Darcy-Weisbach, Chezy-Manning, 

Hazen-Williams 등 산정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들 

중 Hazen-Williams 공식이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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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해당 산정식은 Eq.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PANET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관로 정보 및 각 수요절

점에서의 수요량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수치해석 과정

을 거쳐 절점별 실제 용수공급량과 수압, 그리고 관로별 유량

과 유속 등의 모의 결과를 도출한다.







  

 

 (1)

여기서, 

: 손실수두(m),  : 관로연장(m), : 유량(m3/s),  : 

Hazen-Williams 조도계수, : 관경(m).

한편, 상수관망 수질 해석은 시간에 따른 용수 내 반응물질

의 농도 변화를 모의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앞서 도출된 수리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내 용수의 수리학적 거동 및 체

류시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의 소독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염소(Chlorine)를 대상으로 수

질모의를 수행하였다. EPANET을 이용한 수질해석에서, 용

수 내 염소의 반응은 크게 유체용적반응(bulk fluid reactions) 

및 관체반응(wall reactions)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체용적반응은 반응성분 및 형성물질

의 농도, 반응 계수 및 차수의 함수로써 Eq.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반응계수로 수체반응계수()를 적용한다. 이

때, 반응계수가 양(+)의 값이면 반응물질의 형성(formation), 

음(-)의 값이면 감소(decay) 모의를 의미한다.

 ± 

 (2)

여기서,  :    차원의 반응농도항,  :   차원

의 물질 농도, : 반응계수, : 반응의 차수.

또한, 관로 내 송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체반응은 유체용

적반응과 동일한 함수를 가지며, 반응계수는 관체반응계수

()를 통해 모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관로의 은 관경 

및 유속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값을 갖게 되며, 무수히 많은 

관로 요소를 가진 상수관망 해석에서 이를 모두 산정하고 적

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EPANET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관망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원의 관체반응률() 값을 입력받은 후, 각 관로별

로 mass-transfer coefficient (Sherwood et al., 1975) 값을 적용

함으로써 각 관로의 관체반응계수()를 간접적으로 산정

한다.

결과적으로 상수관망을 통한 용수의 공급 과정에서는 상

술된 유체용적반응과 관체반응이 모두 발생하며, Eq. (3)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1차 반응함수식에서는 

와  계수가 모두  로 같은 단위를 갖게 되므로, 수질해

석에 적용되는 반응계수 는 Eq.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와 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여기서, : 초기(  ) 염소농도,  : 시간 에서의 염소농

도, :   차원의 반응계수(즉,  또는 ).

     (4)

2.2 상수관망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및 모의방법

상수도시스템의 공급과정은 공급원에서의 취수, 정수장

으로의 도수, 정수장에서의 정수, 배수탱크로의 송수, 배수구

획단위의 배수, 급수구획단위의 급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ig. 1). 여기서 상수관망의 용수공급 구조는 크게 정수장으로

부터 공급되는 송수계통과 배수지로부터 공급되는 배급수계

통으로 구분되는 일종의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를 갖는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급계통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해, 상수관망을 배수구획 단위로 분할하는 블록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수관망의 

계층적 구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water distrib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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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EPANET을 이용한 상수관망의 수리해석(hy-

draulic analysis)은 대규모 네트워크의 시간변동 모의에서도 

계산시간이 길게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질해석(water 

qualify analysis)을 위해서는 긴 모의시간(Time duration)과 

짧은 시간간격(time step)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급

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규모 네트워크의 정수

장에서부터 배수탱크를 거쳐 말단 절점(ending node)까지 한

꺼번에 수질모의를 수행할 경우, 수질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의시간이 매우 길어지므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게 되

면 다양한 수질해석 모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대규모 상수관망네트워크의 수질해석 효율을 개선하

고 정확한 잔류염소농도 추정을 위한 계층적 수질모의기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계층적 모의기법에서는 용

수공급계통을 크게 1) 정수장에서 배수절점을 포함하는 송배

수계통(1-계층)과 2) 배수지에서 급수절점을 포함하는 배급

수계통(2-계층)으로 구분한다. 제시한 계층적 모의기법에서

의 네트워크 구조는 Fig. 2와 같다.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계층적 모의기법에서는 먼저 1-

계층 네트워크 모의를 통해 각 배수지에서의 수위 및 수질안

정화 상태를 도출한다. 1-계층 모의를 통해 배수지의 수위와 

염소농도가 안정화 상태에 도달한 후, 해당 정보를 각 2-계층 

네트워크의 공급원인 배수탱크의 초기값으로 전달하여 각 배

수구역별 모의를 수행한다. 이때, 1-계층 네트워크 해석 결과

를 2-계층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이 요구

된다. EPANET을 이용한 상수관망 해석은 해당 네트워크의 

용수공급을 처음부터 개시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므로, Fig. 2

의 1-계층 해석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의기간 초기에는 

배수탱크의 수위 및 염소농도 등이 0에서부터 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정한 모의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위 

및 염소농도가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여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4시간 

주기의 용수사용패턴 및 염소투입 조건을 입력할 경우, 배수

탱크 내 수위와 염소농도 또한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수관망 운영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리 및 수질 해석 결과가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를 네트워크 “안정화” 또는 “패턴

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 시스템의 상태에 근접하

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계층적 모의방법에서

는 1-계층 네트워크 해석에서 모든 배수지가 안정화 상태에 

도달한 후, 각 배수지별로 반복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수위, 

잔류염소농도 정보를 2-계층의 각 배수지의 초기정보로 입력

하고 모의를 수행함으로써 1-계층 및 2-계층 네트워크 간 수리 

및 수질해석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상수관망시스템의 공급수질 분석

3.1 잔류염소농도 추정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잔류염소농도(Chlorine residual)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잔류염소농도 현황을 바

탕으로 상수도 공급수질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따라

서 EPANET 수질해석에서는 반응물질인 염소의 농도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감소반응 모의를 수행하게 된

다. 앞서 2.1절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EPANET 수질해석을 

위해서는  및  등의 반응계수가 요구되며, 이들 반응계

수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

법 등을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실측 수질 데이터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관망의 계층적 모의기법을 이용한 수

질해석과 잔류염소농도의 시공간적 분석에 집중하고자 하였

으며, 따라서 기존 잔류염소의 반응계수 추정 연구를 통해 제시

Fig. 2. Concept of hierarchical simulation and two-phase wat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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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응계수들의 범위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및  값 조합

을 적용하였다. 먼저 Lee (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P-city 광

역상수도의 수온별  값을 각각 -0.5760(25℃), -0.1872(1

8℃), -0.1056(4.5℃) d-1 등과 같이 추정하였으며, K-water 

(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B-town 지방상수도의  값을 

3℃부터 30℃까지 –0.1373 ~ -1.4632 d-1의 범위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추정과 관련하여, Chung et al. (2004)의 연

구에서는 겨울철 국내 S-city 배수계통의  값을 -0.054 ~ 

-0.115 m/d의 범위로 추정하였으며, K-water (2017)의 연구

에서는 -0.05 m/d부터 -10-3 m/d 수준에 이르는  값을 추정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추정범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중에 매설된 상수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0.1872(18℃) 

및 -0.1056(4.5℃) d-1의  조건에서, 관체반응률() 값을 

-0.1 m/d부터 -10-4 m/d까지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잔류염소농도를 모의하고, 해당 모의결과값과 대상 네

트워크에서 측정한 실측 잔류염소농도와 비교하여 적정 반응

계수값을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추정된 수질 반응계수를 적용함으로써 EPANET 

수질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 상수도 공급수질 분

석을 위한 첫 번째 지표로써, 네트워크 내 수요절점별 24시간 

잔류염소농도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

다. 여기서 잔류염소농도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먼저 잔류염소농도 하한기준은 국내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0.1 mg/L를 적용하였다. 반면, 잔류염소농도 상한기준

의 경우, 동(同) 시행령에서는 4.0 mg/L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수도시스템 운영에서는 소비자 민원(냄새, 맛 등)에 

의해 비교적 낮은 잔류 염소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므

로, 적용대상지역의 운영 목표를 참고하여 0.6 mg/L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대상지역 담당공무원과 논의 후 결정).

3.2 수질기준 초과/미달 공급량 분석

앞서 소개된 절점별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이용한 공급수

질 분석은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실제 수요량이 낮은 

다수의 수요절점에서 잔류염소농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용수공급 서비스가 불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공급

된 용수량이 적으므로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수요량이 높은 소수의 수요절점에서 잔

류염소농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소비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오히려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용수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수질 

분석의 두 번째 지표로써 아래의 Eqs. (5) and (6)와 같은 산정식

을 적용하였다. 즉, 분석대상기간(T)에 걸쳐, 수요절점에서의 

매 시간별 수질기준 만족여부를 검토한 후, 수질기준을 만족하

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대의 물 사용량을 비정상 수질 공급량으

로 분류하여 이를 전체 네트워크 및 분석대상 기간에 대하여 합

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석대상 기간은 네트워크의 안정

화가 달성되어 반복성을 보이는 단위 주기에 해당하며, 네트워

크 안정화 달성을 위해 용수도달시간이 포함된 EPANET의 전

체 모의기간과는 상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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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잔류염소농도 하한기준(0.1 mg/L) 미만으로 공

급된 용수공급량(m3),  
 :  시간에  절점의 용수사용량

(m3/h),   
 :  시간에  절점의 잔류염소농도 하한기준 미달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값(0 혹은 1),  
 :  시간에  절점의 잔류

염소농도(mg/L), : 상수관망 내 총 절점의 수,  : 총 분석대

상기간(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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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잔류염소농도 상한기준(0.6 mg/L)을 초과하여 

공급된 용수공급량(m3),  
 :  시간에  절점의 잔류염소

농도 상한기준 초과여부를 나타내는 지수값(0 혹은 1).

4. 적용 및 결과

4.1 적용대상 네트워크

본 연구의 적용대상 네트워크인 국내 I-city 상수관망 구조

는 Fig. 3(a)와 같다. Fig. 3(b)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관로는 

네트워크 내 2개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용수를 공급하는 1-계층 지역이고, 그 외 다양한 색으로 표시된 

관로는 네트워크 내 8개의 배수지를 거쳐 각 배급수지역에 용

수를 공급하는 2-계층 지역이다. I-city 상수관망은 총 79,943

개의 관로를 통해, 전체 76,734개의 절점 중 실제 물 수요가 

발생하는 30,457개의 수요절점에 하루 평균 약 409,21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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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 m3/h)의 수요량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지역에 대한 24

시간 물 사용량 변화는 Fig. 4에 도시하였으며, 따라서 시간당 

수요량은 최대 약 29,397 m3/h (21시)부터 최소 약 5,797 m3/h 

(4시)까지의 범위로 변동한다.

4.2 공급계통의 계층화 결과

 네트워크 계층화 방법에 의해 I-city 네트워크를 각각 1-계

층 네트워크(I-0 공급지역) 및 2-계층 네트워크(I-1 ~ I-8 공급

지역) 구조로 구분하여,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계층적 모

의를 수행하였다. Fig. 5(a)를 통해 1-계층 네트워크 내 배수지 

위치 및 송수계통을 파악할 수 있으며, Fig. 5(b)에서는 2-계층 

배급수계통의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적용

대상 지역의 계층적 모의에서는 1-계층 네트워크의 수리·수질 

해석을 통해 8개 배수지의 안정화를 모두 달성한 후, 각 배수지

의 24시간 수위 및 염소농도 정보를 초기값으로 이용하여 2-계

층 네트워크의 수리·수질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각 공

급지역별 네트워크의 절점(수요절점)과 관로의 개수, 그리고 

시간당 평균, 최대, 최소 물 사용량 등을 간략히 요약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계층화된 2-계층 배급수 네트워

크들의 수질모의에 앞서, 1-계층 송배수 네트워크의 수질해

석 안정화 상태를 모의한 후, 이를 2-계층 배급수 네트워크들

의 수질 초기값으로 적용하여 1-계층 및 2-계층 네트워크 간 

수질해석 결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1-계층 네트워

크의 수질해석 결과, 8개 배수탱크에서의 시간에 따른 잔류염

소농도 변화는 Fig. 6(a)과 같이 나타났다. 각 배수탱크의 잔류

염소농도는 초기상태(0 mg/L)에서 용수공급 개시 후 일정시

(a) Overall system layout with two WTPs (b) Eight tank-feeding area

Fig. 3. Application network (I-city, South Korea)

Fig. 4. 24-hour water demand pattern of the appl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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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난 후 용수가 도달한 시점부터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

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잔류염소농도가 반복되는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배수지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a) Phase-1 analysis area (b) Phase-2 analysis area

Fig. 5. Hierarchical simulation of the application network

Table 1. Sub-network information after hierarchical division

Phase Area
No. of 

nodes

No. of 

demand nodes

No. of 

pipes

Average water 

demand (m3/h)

Max. hourly water 

demand (m3/h)

Min. hourly water 

demand (m3/h)

Phase-1 I-0 8,723 2,441 9,215 1,251 2,164 425

Phase-2

I-1 4,027 1,500 4,219 1,088 1,883 370

I-2 4,602 912 3,830 1,372 2,374 466

I-3 4,729 1,722 4,507 986 1,705 335

I-4 4,791 2,102 5,133 993 1,718 338

I-5 12,184 5,078 12,840 2,605 4,507 886

I-6 14,785 6,708 15,545 3,073 5,317 1,045

I-7 6,812 3,355 7,228 1,463 2,532 497

I-8 16,531 6,639 17,426 4,218 7,297 1,434

(a) Chlorine concentration change in water tanks (Phase-1 simulation) (b) Chlorine concentration change in end nodes (Phase-2 simulation)

Fig. 6. Stabilization of chlorin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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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4 지역의 배수탱크는 가장 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수질해석 안정화를 고려한 1-계층 네트

워크의 수질해석 모의기간은 약 504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1-계측 수질해석 결과를 각 배수지별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2-계층 배급수 네트워크들의 수질모의

를 수행한 결과, 각 배급수지역별 최소 잔류염소농도 발생 절

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잔류염소농도 변화는 Fig. 6(b)와 같이 

나타났다. 각 배급수지역의 크기 및 수리학적 여건에 따라, 네

트워크별로 수질해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의기간은 각각 

240시간(I-1), 240시간(I-2), 192시간(I-3), 240시간(I-4), 480

시간(I-5), 336시간(I-6), 168시간(I-7), 336시간(I-8)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만약, 제안한 계층적 모의방법을 적용하지 않

고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모의할 경우, 안정화 소요기간이 

가장 긴 I-5 네트워크의 모의기간(즉, 480 시간)을 전체 네트

워크에서 고려해야 하므로 수질모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

다. 반면, 제안된 계층적 모의방법을 적용할 경우, 2-계층에 

해당하는 각 배급수 네트워크별로 각각 소요되는 최소 모의기

간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면 되므로, 전체 수질해석에 소

요되는 계산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동일한 수질해석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즉, 절점수가 수십

만개에 달하는 지방상수도) 현실적으로 수질해석 자체가 불

가능한 상황(개인용 컴퓨터의 메모리 초과로 인한 전산처리 

불가능)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층적 모의방법

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모의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수

질해석의 부담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3 잔류염소농도의 시공간 분석결과

I-city 상수관망의 잔류염소농도 분석에 앞서, 수질해석을 

위해 사용된  및  반응계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

정되었다. I-city 내 9개 지점에서 측정한 수질계측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이들 중 상대적으로 말단(즉, 용수공급흐름 상 

하류) 절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I-1, I-2, I-3, I-5 등 

네 개 공급지역별 계측지점에서의 잔류염소농도의 범위를 

Table 2와 같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 반응계수 추정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반응계수들의 

범위를 기준으로  및  값 조합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는 -0.1872(18℃), -0.1056(4.5℃) d-1 등 두 개의 값을 

적용하였고,  값을 -0.1 부터 -10-4 m/d까지 점진적으로 감소

시키며 수질모의를 수행하였다. 4개의 계측지점별 평균 잔류

염소농도의 모의 결과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때, 실

측값과의 평균 오차는 반응계수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값의 범위를 고려하여 

 = -0.1056 d-1 그리고  = -0.005 m/d의 값을 I-city 상수관

망의 수질 반응계수 값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말단 절점의 계

측정보와 함께 송수관로 및 각 배급수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

하는 배수지의 수질계측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경우, 정수장

에서 배수지를 포함하는 1-계층 네트워크와 각 2-계층 네트워

Table 2. Field observation data of chlorine concentration in the 

application network

Observation 

area

Observed chlorine concentration (mg/L)

Minimum Average Maximum

I-1 0.40 0.55 0.73

I-2 0.61 0.67 0.72

I-3 0.50 0.61 0.76

I-5 0.51 0.60 0.69

Table 3. Simulation results of chlorine concentration in the application network

Reaction 

coefficients

 (d-1) -0.1872 -0.1872 -0.1872 -0.1872 -0.1872 -0.1872 -0.1872

  (m/d) -0.1 -0.05 -0.01 -0.005 -0.001 -0.0005 -0.0001

Simulated chlorine 

concentration 

(mg/L)

I-1 0.0090 0.0515 0.2198 0.2646 0.3072 0.3130 0.3177

I-2 0.0120 0.0636 0.2620 0.3149 0.3653 0.3722 0.3778

I-3 0.0043 0.0323 0.1836 0.2305 0.2770 0.2834 0.2887

I-5 0.0002 0.0037 0.0553 0.0787 0.1045 0.1083 0.1114

Reaction 

coefficients

 (d-1) -0.1056 -0.1056 -0.1056 -0.1056 -0.1056 -0.1056 -0.1056

  (m/d) -0.1 -0.05 -0.01 -0.005 -0.001 -0.0005 -0.0001

Simulated chlorine 

concentration 

(mg/L)

I-1 0.0162 0.0924 0.3924 0.4720 0.5477 0.5579 0.5663

I-2 0.0200 0.1057 0.4335 0.5207 0.6038 0.6156 0.6244

I-3 0.0082 0.0604 0.3418 0.4287 0.5149 0.5269 0.5367

I-5 0.0004 0.0105 0.1555 0.2211 0.2937 0.3043 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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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잔류염소농도를 보다 정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 반응계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수장 염소투입농도 변화에 따른 대상 네

트워크의 시공간적인 잔류염소농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지역 내 정수장 염소투입 운영 범위를 바탕으로 수질해석 

결과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잔류염소농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까지 염소투입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네 가지 시나리오

(0.8, 1.0, 1.2, 1.5 mg/L)를 분석하였으며, 잔류염소농도가 하

한기준(0.1 mg/L)에 못 미치거나, 상한기준(0.6 mg/L)을 초

과하는 수요절점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화하고 해당 공급량을 

분석하였다.

4.3.1 시나리오 1(정수장 염소투입농도: 0.8 mg/L)

정수장에서 염소투입농도를 0.8 mg/L로 유지할 경우, 각 배

급수지역에서의 잔류염소농도 현황은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절점별 최소 및 최대 잔류염소농도의 공

간적 분포는 Fig.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4 및 Fig. 7에

서 파란색 값 또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결과는 잔류염소농

도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용수공급을 의미하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결과는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용수공급을 나타낸다. 

Fig. 7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절점은 기준을 만족하는 절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I-5, I-6 배급수지역에서 13개 수요절점

(전체 수요절점의 0.2%)이 하한기준 미만의 잔류염소농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절점에서의 24시간 잔류염

소농도 및 수요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수질로 공급된 용수의 양은 약 401 m3/d (전체 수요량의 약 

0.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배수지를 거치

지 않고 용수를 공급받는 I-0 공급지역에서는 3개 절점(전체 

수요절점의 0.05%)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염소농도를 

보였으며, 공급량은 약 234 m3/d (전체 수요량의 약 0.07%)에 

Table 4. Simulation results under Scenario 1(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0.8 mg/L)

Service Area

I-0 I-1 I-2 I-3 I-4 I-5 I-6 I-7 I-8

Min.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11 0.13 0.21 0.17 0.18 0.06 0.09 0.22 0.12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below the limit (103 m3/d) 0.00 0.00 0.00 0.00 0.00 0.39 0.01 0.00 0.00

Max.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65 0.34 0.48 0.35 0.41 0.41 0.43 0.45 0.52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above the limit (103 m3/d)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 Node minimum (b) Node maximum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nodal chlorine concentration under Scenario 1(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of 0.8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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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2 시나리오 2(정수장 염소투입농도: 1.0 mg/L)

정수장에서 염소투입농도를 1.0 mg/L로 유지할 경우, 각 

배급수지역에서의 잔류염소농도 현황은 Table 5, 절점별 최

소 및 최대 잔류염소농도의 분포는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I-5 배급수지역에서 5개 수요절점(전체 수요절점

의 0.09%)이 하한기준 미만의 잔류염소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절점에서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수질로 공

급된 용수의 양은 총 92 m3/d (전체 수요량의 약 0.03%)에 해당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I-0 및 I-8 지역에서는 70개 수

요절점(전체 수요절점의 1.24%)에서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염소농도를 보였으며, 해당 공급량은 총 5,757 m3/d (전

체 수요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시나리오 3(정수장 염소투입농도: 1.2 mg/L)

정수장에서 염소투입농도를 1.2 mg/L로 유지할 경우, 각 

배급수지역에서의 잔류염소농도 현황은 Table 6, 절점별 최

소 및 최대 잔류염소농도의 분포는 Fig.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2와 마찬가지로, I-5 배급수지역에서 5개 

절점(전체 수요절점의 0.09%)에서 여전히 하한기준 미만의 

잔류염소농도를 보였으나, 해당 절점에서의 24시간 내 잔류

염소농도 및 수요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하한기준에 미달하

는 공급시간이 감소하여 해당 공급량은 총 82 m3/d (전체 수요

량의 약 0.03%)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I-0 및 I-2, I-4, I-5, I-6, I-7, I-8 지역에서 354개 절점(전체 수요

절점의 6.3%)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염소농도를 보였

으며, 공급량은 총 37,961 m3/d (전체 수요량의 약 12%)에 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I-5 공급지역의 경우, 잔류

염소농도 하한기준 미달과 상한기준 초과가 동시에 나타나

Table 5. Simulation results under Scenario 2(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1.0 mg/L)

Service Area

I-0 I-1 I-2 I-3 I-4 I-5 I-6 I-7 I-8

Min.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13 0.16 0.26 0.22 0.23 0.07 0.12 0.28 0.15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below the limit (103 m3/d) 0.00 0.00 0.00 0.00 0.00 0.92 0.00 0.00 0.00

Max.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82 0.43 0.60 0.43 0.52 0.52 0.53 0.56 0.65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above the limit (103 m3/d) 2.60 0.00 0.64 0.00 0.00 0.00 0.00 0.00 2.52

(a) Node minimum (b) Node maximum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nodal chlorine concentration under Scenario 2(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of 1.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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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I-5 지역 내 잔류염소농도의 공간적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3.4 시나리오 4(정수장 염소투입농도: 1.5 mg/L)

정수장에서 염소투입농도를 1.5 mg/L로 유지할 경우, 각 

배급수지역에서의 잔류염소농도 현황은 Table 7, 절점별 최

소 및 최대 잔류염소농도의 분포는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나리오 4에서는 모든 배급수

지역에서 더이상 하한기준 미만의 잔류염소농도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입농도

로 인해 잔류염소농도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용수의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모든 배급수지역에 걸쳐 

1,997개 절점(전체 수요절점의 35.4%)이 상한기준을 초과

하는 잔류염소농도를 보였으며,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

로 공급된 용수의 양은 시나리오 3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한 

총 142,667 m3/d (전체 수요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5 종합분석

위와 같은 시나리오별 잔류염소농도 분석 결과는 각각 

Tables 8 and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수장에서 0.8 

mg/L의 염소투입농도를 유지하는 경우, 정수장과 바로 인접

한 I-0 공급지역에서 소량(전체 수요량의 0.07%)의 잔류염소

농도 기준 초과 공급량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용수공급 도

달시간이 긴 I-5 및 I-6 공급지역에서 소량(전체 수요량의 

0.13%)의 잔류염소농도 기준 미달 공급량이 발생하였다. 반

면,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잔류염소농도를 해소하고자 정수

장 염소투입농도를 1.0 및 1.2 mg/L로 증가시킬 경우, 잔류염

소농도 기준 미달 공급량의 감소효과(각각 전체 수요량 대비 

0.1%p 감소) 대비 기준 초과 공급량의 증가효과(각각 전체 

Table 6. Simulation results under Scenario 3(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1.2 mg/L)

Service Area

I-0 I-1 I-2 I-3 I-4 I-5 I-6 I-7 I-8

Min.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16 0.19 0.32 0.26 0.27 0.09 0.14 0.34 0.18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below the limit (103 m3/d)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0.00

Max.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98 0.52 0.73 0.52 0.62 0.62 0.64 0.67 0.78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above the limit (103 m3/d) 6.36 0.00 2.28 0.00 0.26 0.02 3.31 0.90 24.84

(a) Node minimum (b) Node maximum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nodal chlorine concentration under Scenario 3(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of 1.2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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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 대비 1.2, 11.9%p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염소투입농도를 1.5 mg/L까지 증가시키는 경우 기준 미

달 공급량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나, 전체 수요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약 45%의 용수가 기준 초과 상태로 공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imulation results under Scenario 4(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1.5 mg/L)

Service Area

I-0 I-1 I-2 I-3 I-4 I-5 I-6 I-7 I-8

Min.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0.20  0.24 0.40 0.32 0.34 0.11 0.17 0.42 0.22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below the limit (103 m3/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ax. chlorine concentration simulated (mg/L) 1.23  0.65 0.91 0.65 0.78 0.78 0.80 0.84 0.98

Water supplied with chlorine conc. above the limit (103 m3/d) 16.01 2.69 12.79 1.11 5.42 2.37 26.00 17.12 59.15

(a) Node minimum (b) Node maximum

Fig. 10. Spatial distribution of nodal chlorine concentration under Scenario 4(chlorine injection concentration of 1.5 mg/L)

Table 8. Comparison of minimum and maximum chlorine concentration between the applied scenarios (Unit: mg/L)

Area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Minimum Maximum

I-0 0.11 0.65 0.13 0.82 0.16 0.98 0.20 1.23

I-1 0.13 0.34 0.16 0.43 0.19 0.52 0.24 0.65

I-2 0.21 0.48 0.26 0.60 0.32 0.73 0.40 0.91

I-3 0.17 0.35 0.22 0.43 0.26 0.52 0.32 0.65

I-4 0.18 0.41 0.23 0.52 0.27 0.62 0.34 0.78

I-5 0.06 0.41 0.07 0.52 0.09 0.62 0.11 0.78

I-6 0.09 0.43 0.12 0.53 0.14 0.64 0.17 0.80

I-7 0.22 0.45 0.28 0.56 0.34 0.67 0.42 0.84

I-8 0.12 0.52 0.15 0.65 0.18 0.78 0.22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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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상수관망의 수질해석 계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계층적 모의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의

기법을 국내 I-city의 대규모 상수관망시스템을 대상으로 적

용하였으며, 적용대상 네트워크는 한 개의 송배수계통 네트

워크와 여덟 개의 배급수계통 네트워크로 계층화되었다. 또

한, EPANET 잔류염소농도 모의를 위한 반응계수를 추정하

기 위해 I-city 공급지역 내 말단 지점의 수질계측 데이터를 이

용하였으며, 모의결과 수체반응계수()는 -0.1056 d-1, 관

체반응률()은 -0.005 m/d 값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해당 

네트워크의 정수장 염소투입농도를 각각 0.8, 1.0, 1.2, 1.5 

mg/L로 가정하여 I-city 수요절점의 잔류염소농도를 시공간

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수장 염소투입농도를 0.8 mg/L로 유지할 경우, 용수공

급량 대부분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잔류염소농도를 만

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전체 수요량의 약 99.8%).

2) 정수장에서 0.8 ~ 1.0 mg/L 범위의 염소투입농도를 유지

하는 경우, 전체 수요량의 약 99%에 해당하는 용수가 정상 

범위의 잔류염소농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염소

투입농도를 보다 증가시키는 경우, 잔류염소농도 기준 초

과 공급량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준 미달 공급량이 발생하는 

배급수지역(I-5, I-6 공급지역)에서의 수질균등화를 위해

서는 정수장의 투입농도를 높이기 보다 배수지에서의 염

소 재투입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특히, 정수장 염소투입농도가 1.2 mg/L 이상으로 유지되

는 경우, 대부분의 공급지역에서 잔류염소농도 상한 기준

을 초과하는 수요절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mg/L 이상의 염소투입농도에서는 전체 용수수요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용수가 잔류염소농도 상한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수질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I-city의 수질 분석에서는 수질모의가 

까다로운 대규모 상수관망을 대상으로 계층적 모의기법을 적

용하고, 다양한 염소투입농도 시나리오에 따른 잔류염소농도

의 분포 및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용수 공급량을 시공간

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수질해석 

결과의 신뢰도는 보다 많은 수질 계측자료를 확보하고, 매개변

수 추정 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반응계수를 추정함으

로써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층적 수질모의 기법을 활용하여 1) 잔류염

소농도의 시간적 균등화를 위해 정수장에서의 염소투입농도

를 공급수량의 변화에 따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기법과 2) 

잔류염소농도의 공간적 균등화를 위해 최적의 염소재투입 지

점을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상수관망

시스템의 공급수질 개선을 통해 수질취약 지역을 개선하고 국

내 상수도의 공급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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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water supply amount with unsatisfied chlorine concentration between the applied scenarios (Unit: 103 m3/d)

Area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Below

0.1 mg/L

Above

0.6 mg/L

Below

0.1 mg/L

Above

0.6 mg/L

Below

0.1 mg/L

Above

0.6 mg/L

Below

0.1 mg/L

Above

0.6 mg/L

I-0 0.00 0.23 0.00 2.60 0.00 6.36 0.00 16.01

I-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69

I-2 0.00 0.00 0.00 0.64 0.00 2.28 0.00 12.79

I-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1

I-4 0.00 0.00 0.00 0.00 0.00 0.26 0.00 5.42

I-5 0.39 0.00 0.09 0.00 0.08 0.02 0.00 2.37

I-6 0.01 0.00 0.00 0.00 0.00 3.31 0.00 26.00

I-7 0.00 0.00 0.00 0.00 0.00 0.90 0.00 17.12

I-8 0.00 0.00 0.00 2.52 0.00 24.84 0.00 59.15

Total 0.40 0.23 0.09 5.76 0.08 37.96 0.00 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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