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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QPS(Effluent Quality Prediction System - 방류수질 예보시
스템) 설치
다음 단계들은 EQPS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1.1.1. EQPS 설치를 위한 Microsoft윈도 준비
1.1.2. 운영체제
당신의 컴퓨터가 Microsoft 윈도 7혹은 그 상위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QPS는 윈도 10, 8/8.1의 터치스크린을 지원한다. 비스타를 제외한 이전 윈도 버
전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비스타에서 구동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보증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았다.
EQPS는 Microsoft Excel 2007 혹은 그 상위 버전의 설치가 요구된다.

1.1.3. NET
당신의 컴퓨터가 Microsoft .NET 4.5 체제가 구동되는지 확인한다. 당신은 설치 프
로그램 리스트(제어판/프로그램/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4.5
버전의 .NET 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주소로부터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라.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653
만약 당신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있다면, 다운로드 설치도우미가 종료되거나 알
려줄 것이다.

1.2. EQPS의 설치
당신은 EQPS 설치도우미(혹은 드물게 CD 혹은 USB 키 안에 설치 파일)를 통해
링크를 받아야한다. 이것은 하나의 파일이며 원도가 켜졌을 때 EQPS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필요하다면, CD 혹은 USB 키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은 컴퓨터로의 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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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3. 라이센스 얻는 법
라이센스 얻는 법은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 설치 후에 EQPS를 윈도 시작 메뉴로부터 시작한다. EQPS는 두 가지 선택
메시지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직 라이센스 파일
이 없다면, 라이센스 얻기를 선택하라. EQPS는 당신의 하드웨어(장치 식별자
코드)에 관한 정보를 보여줄 것이며 당신은 이 정보를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
있다. 이 코드를 이 메일에 붙여서 caryotes@hanmail.net로 보내고, HEPS는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파일을 이메일로 제공할 것이다.
2. 컴퓨터 폴더에 이메일로 송부된 EQPS 라이센스 파일을 복사하라. EQPS를
시작하고 라이센스 파일을 로딩하여라. 라이센스 파일이 제거 혹은 다른 곳으
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유효할 것이며, 이 라이센스 파일 확인 작업은 반복되지
않는다.

2. 소개
EQPS는 강하고, 개방형이며, 다양한 환경 모델링, 특히, 수처리 모델링에 특화되었
다. 폭넓은 범위의 생물학적 고도처리 처리장은 EQPS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EQPS는 SumoSlang(Sumo 시뮬레이션 언어, 저작권 Dynamita)이라 불리는 개방형
코드 언어가 기반으로 된 Excel에서 쓰여 졌다.
EQPS는 전통적인 생물 동역학 모델을 시간대별 변화 혹은 정상상태로의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형태에 따라서 혼합 평형 동역학적

모델과 선

형 대수학 모델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EQPS는 내부적으로 연구되어서 개발된 전체 처리 시설에 대한 모델 뿐만 아니라
특정 모델 (예를 들면 질소와 온실가스의 변화에 초점을 둔)들도 공급한다. 7개의
가장 폭넓게 알려진 공정에 대한 모델들 또한 질소와 인 제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EQPS 자료실에 있다.
EQPS는 다른 여러 인터페이스들에서 구동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EPQS” 이며, 이는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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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QPS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당신의 패키지는 라이센스 범위에 따라 3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QPS는 상업적인 제품이며 어떠한 인터페이스 혹은 SumoSlang을 이용하는
경우 ㈜HEPS로부터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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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메뉴에서 EQPS를 실행하라
Windows 10 체계에서 당신은 EQPS를 설치하기 위해 시작 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
다.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시작 스크린을 켰을 때 ‘EQPS‘를
타이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Windows 8은 그림 2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가
장 적절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검색 모드로 전환 된다

그림 2. 위치 찾기와 Windows 10 시작 스크린에서 빠르게
EQPS를 시작

EQPS는 시작 화면과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메뉴들 바로 아래 상단부에
작업 바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메인 패널에서 다음의 조작이 가능하다: 새 윈도우
(New Project)에서 시작 혹은 새 프로젝트 열기, 기존 파일로부터 저장된 프로젝트
열기(Open Project), 매뉴얼 보기, 웹사이트와 라이센스 정보를 보여주는 것. 당신
의 최근 저장된 프로젝트들 또한 시작 화면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예제 들
은 이 구역(도움 메뉴에서도 이용가능하다)에서 직접 열 수 있다. 각기 이러한 기능
들이 각각의 메뉴 바로부터 혹은 시작화면으로 돌아가는 EQPS 로고를 클릭함으로
서 전체적인 작업 공정에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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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QPS시작화면

위 하단 바는 모델 정보를 보여준다. 시스템 알림 혹은 모델 오류의 경우에, 빨간
느낌표가 메일함 옆에 나타날 것이다 (그림 4).

그림 4. 새로운 지시사항

패널은 항상 작업에 맞게 조절될 것이다. 우측 상단의 큰 패널은 처리장 형태를 보
여 줄 것이며, 다른 패녈은 상부 메뉴 (구성, 모델 설정, 처리장 전체 설정, 입력
설정, 출력 설정과 시뮬레이션) 선택에 따른 내용을 보여 줄 것이다.
일반적인 모델 구성 연습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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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작하기 혹은 구성을 누른다. 이 작업에서 처
리장 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
구성 모드에서의 패널 역할
● 우측 상단 패널

처리장 구성

● 좌측 상단 패널

단위 공정 종류

● 우측 하단 패널

이번 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좌측 하단 패널

단위 공정 형태에서 정의됨

“구성”작업이 선택되면 우리는 좌측 상단 요소 목록 종류에서 “흐름 – 에너지 요
소”, “반응조”, “분리기”을 이용해서 간단한 AO 형태 (Tutorial plant.sumo에 저장
된)를 만들 것이다. 요소 목록을 열고 원하는 공정 요소를 작업판으로 끌어와라. 단
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 선택된 요소가 작업판에 놓인다.

그림 5. 처리장 배치 설계 시작
파이프는 두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EQPS는 단위 공정 요소들을 연결하는 새 방
법을 지원하는데, 단위 공정의 하나를 움직여, 연결하려는 단위 공정의 유입부 상부
에 놓으면 또는 유입부를 유출부 상부에 놓으면 두 공정이 파이프로 연결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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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와

유출부가 겹치면 파이프 연결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림 6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유입부와 일차침전지 파이프 연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방식은 EQPS가 터
치 스크린에서 손가락에 의해 명령되어질 때 특히 유용하다. 연결되지 않은 포트들
은 구성과 모델 설정 탭에 표시된다.

그림 6. 단위 공정 터치에 의한 파이프 연결

일반적인 방법 또한 작동 된다: 단위 공정의 유출부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단위공정의 유입부로 파이프를 끌고 간 후
에 마우스 버튼을 떼라. 그림 7는 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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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파이프
처리장 구성을 만들고 그림 8과 같이 파이프들을 연결하라. 툴팁은 단위 공정들의
연결부위의 목적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흐름 분리기와 흐름 혼합기에 관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결부들을 혼동하지 말아라 (그 이름들은 팝업 툴팁과 작은 화살표
에 의해 흐름방향을 보여준다).

침전지 아래에 있는 흐름 분리기 선택 직사각형을

회전하면서 혹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으로 생긴 드롭 다운 메뉴 옵션을 이용해서
순환시켜라. 그리고 파이프 모서리를 선택해서 파이프를 직선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조작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꾸지 않지만 모델을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위 공정을 선택할 때, 모델에 적합한 가장 적절한 단위 공정들이 왼쪽 하단 패널
에 나타날 것이다. 이 안내서에서는 :
● 유입수
- 유입수 형태 : 농도 기준
● 일차침전지
- 수리조건 : 체적이 없는 점 분리기
- 하부 흐름 특성 : 고형물 농도
- 반응 : 미반응
● 완전혼합조 (2개)
- 용존 산소 : 입력값
- 폭기 : 확산
- 반응 :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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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조 형태 : 주 흐름 (Main Stream)
● 침전조
- 수리조건 : 체적이 없는 점 분리기
- 배출수 형태 : 고정 배출수 고형물 농도
- 하부 흐름 특성 : 슬러지 흐름
- 반응 : 미반응
● 측면 흐름 분리기
- 흐름 분리기 옵션 : 측면 흐름 펌프가 있는 측면 흐름 분리기
주 : 소형 펌프 기호가 있는 흐름 분리기의 연결은 폐슬러지와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연결부는 반송 슬러지에 연결되어야한다.

그림 8. 레이아웃 예시.

단위 공정 이름은 마우스 우클릭 메뉴 혹은 F2 키를 이용하여 바꾸어라. 파이프 이
름 또한

바꿀 수 있으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파이프 이름들은 디폴트에

의해 숨겨지며 이것은 상단부의 보기 메뉴에서 바꿀 수 있다. 단위 공정 이름 보여
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다. 깔끔한 레이아웃을 얻기 위해서 ‘측면
흐름 혼합기‘ 이름을 숨겨라.
주 : 이러한 설정은 오로지 구성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은 작업하는 동
안에 어느 때나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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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설정

이 선택적인 과업에서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공정을 묘사하는 수학적 모델을
변경시킬 수 있다.
모델 설정 모드에서 패널 역할 :
● 우측 상단 패널

-

● 좌측 상단 패널

-처리장 구성
-가능한 모델 옵션들 혹은 고급 모드 모델

● 우측 하단 패널

- 모델 요소

● 좌측 하단 패널

- 모델 요소 카테고리들 (주석 : EQPS 모델에 있어서는,

오직 선택된 요소들이 디폴트로 보여진다. - 보기를 클릭하면 모두 보인다.)
만약 우리가 원하면, 모델 설정 단계에서 이 처리장에 적합한 다양한 모델 옵션 또
는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은 지나갈 수 있고, 그러면
기본 모델 사양이 자동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음의 처리장 전체 EQPS모델이 이용 가능하다 :
처리장 전체 모델들
Mini_Sumo

단순화된 처리장 전체 단일 단계 모델
OUR과 슬러지 생산량 파악을 위해 “Mini_Sumo”를 이용하여라.

Sumo1

단일 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
활성 슬러지 모델링, 인 제거를 위한 철 첨가 그리고 철을 첨가하지
않는 소화조가 있는 처리장을 위해 “Sumo1”을 이용하여라.

Sumo2

두 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
활성슬러지 모델링과 사이드 스트림, 인 제거를 위한 철 첨가 그리
고 철을 첨가하지 않는 소화조가 있는 처리장을 위해 “Sumo2”를
이용하여라.

중점 모델들
Sumo2_S

두 단계 전체 처리장 모델
특히 철이 투입되고 소화조로 슬러지로 이송 된다면 (활성 슬러지,
소화조, sidestreams)처리장 전체,(활성슬러지, 소화조, 측면 흐름)
모델링을 위한 “Sumo2S”를 이용하여라.

Sumo2_C

두 단계 전체 처리장 모델 –고효율
고율 활성 슬러지 모델링과 측면흐름 인 제거를 위한 철 첨가,그리
고 철 첨가하지 않는 소화조가 있는 처리장을 위해“Sumo2C”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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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라.
처리장 전체 모델들은 모델 선택 패널(상단 좌측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이용가능하
다. 그리고 “중점 모델” 카테고리는 패널 하부 “고급” 버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EQPS 처리장 전체 모델에 포함된 주요 공정들을 목록화 했다.

Mini_Sumo에서의 중요한 언급 : EQPS의 다른 처리장 전체 모델들과 달리
Mini_Sumo는 콜로이드성 입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는 유입수 분획
과 일차침전지 – 만약 필요하다면 – 보정을 통해서 BOD 및 TSS에 있어서 1차처리
수 구성요소가 예상치와 일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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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QPS 처리장 전체 모델에 포함된 주 공정들
전체 처리장 모델
Mini_Sumo
Sumo1

Sumo2

중심 모델
Sumo2_S
Sumo2_C
OHO와

COD 제거

X

X

X

X

AHO의 두
미생물 군

EPS 생산
탈질

X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X
X

X
X

X
X

X
X

X

X

X

X

1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X

X

X

X

X

X

X

X

X

X

X

X

X

응결
화학적 인

X
SCM접근에

X
SCM접근에

X

ASM2d접근

X
SCM접근에

제거

에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가수분해
발효
무산소
메틸영양체
질산화
EBPR(Bark

1단계

er-Dold
접근법에
근거하여)
두
미생물군의
혐기소화
온도
민감도

황 순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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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QPS에서의 전반적인 모델 선택
“고급” 옵션을 열면 라이브러리 모델이 나열된다. 모델 이름을 우클릭하면 Excel에
서 EQPS 소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10.).
“모델 설정”에서 어떤 단위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다. 좌측 하단 패널의
요소 카타로그를 클릭하면, 동역학적 및 화학 양론적 요소를 확인 할 수 있다. 각각
의 표는 우측 하단 패널에서 열어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모델 요소들이 전체 처
리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시에서는 유입 가스 상 농도 (스트리핑이 계산되지 않음)를 가지는 1 단계 질산
화-탈질 모델 (Sumo1), pH가 계산되지 않는 (화학적인 침전도 계산되지 않음) 기
본적인 모델 설정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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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델 소스 열기
모든 요소들은 단위 공정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단위 공정을 선택하고, 원하는 요소를 우측 하단 패널의 오른쪽에 드래그 하면 “로
컬 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단위 공정은 사용자에게 변경을 알리는
파란색 기호가 표시된다. 로컬로 변경된 모델 요소는 현재 예제에서 구현되지 않았
으며, 설명은 데모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11. “국부 요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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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처리장 전체 설정

3.4.
처리장 전체 설정 탭으로 가서 계산을 위해서 처리장 전체의 변수를 선택할 수 있
다.

그림 12. 처리장 전체 설정: SRT 계산

3.4.1. 슬러지 체류 시간
SRT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된다:

그림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슬러지

가 있는 반응조를 분자 쪽으로 드래그(끌고)하고, 잉여슬러지, 그리고 원하는 경우
유출수 연결부(포트)를 분모로 드래그 (끌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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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RT 계산 단계

목표 SRT는 적절한 제어 포트를 지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우리 예제에서 WAS 펌
프와 같은 이러한 포트들이 표시되며 포트를 선택함으로서 목표 SRT는 좌측하단
패널에 설정될 수 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SRT가 계산될 것이다.

3.4.2. 변수의 합
변수들을 계산하는 것은 좌측하단 패널에 원하는 변수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올바른 기호를 추가했는지 확인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장된 GUI 검사가
계산을 금지할 것이다.
이 예제에서는, 우리는 반응조 MLSS 합을 계산할 것이다(그림 14). 이 방법에서의
사용자 변수는 XTSS이며 단위 공정은 반응조 1과 반응조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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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변수들의 합 계산 추가

3.4.3. 변수들의 비
변수들의 비를 추가하는 것은 변수들의 합과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먼
저 변수들의 기호를 좌측 하단 패널에 입력한 다음 원하는 단위 공정을 비율로 드
래그 한다 (끌고온다). 이 예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암모니아 제거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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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변수들의 비

3.4.4. 처리장 전체 Excel 파일
처리장 전체 코드는 한 단위 공정 (PU - process Unit)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처
리장 모델에서의 변수로 이용된다. 처리장 전체 템플렛의 코드로 GUI에서 직접적으
로 열 수 있다. 이 튜토리얼에서의 순 슬러지 발생량은 SumoSlang을 이용하여 계
산된다.
관찰된 슬러지 생산은 SRT(더 높은 SRT는 더 낮은 슬러지 생산을 유도한다)에 의
존될 것이며 SRT는 직접적으로 잉여슬러지 유량에 의존한다. SRT는 처리장 전체
설정 탭의 SRT 도구를 사용하여 EQPS에서 정의 할 수 있다.(참조 : 4.3.1.)
관찰 된 수율은 처리장에서 제거된 총 COD 당 생성된 고형물로 정의된다.
 폐슬러지   배출수
  

 유입  배출수  폐슬러지

Yobs

gTSS/제거된 gCOD

F.XTSS gTSS/d

순 슬러지 생산 수율
총 부유고형물의 총량 유량

F.TCOD dCOD/d

총 COD의 총량 유량

F.SCOD gCOD/d

용존 COD의 총량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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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이 예에서 우리는 순 수율을 계산하고 폐슬러지 유량과 슬러지 체류 시간 사이의
관계를 관찰한다.
a. 제어를 위해 직접 대수 식을 사용
식1은 특정 Yobs,target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폐슬러지 유량에 대해 풀 수 있다. 모
델은 폐기물 고형물 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유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Yobs와 요구되는 Yobs,target를 유지하기 위한 폐슬러지량 제어의 설정은 관련 단위 공
정에서 필요한 변수를 사용하여 EQPS에서 이용 가능한 처리장 전체 코드를 설정함
으로써 수행된다.
처리장 전체 설정 또는 프로젝트 디렉터리((보기|디렉터리| 프로젝트 디렉터리 |
plantwide.xlsx)에서 처리장 전체 Excel 파일을 연다
변수 시트(그림 16.)의 코드에 사용된 요소 값에 대해 정의하여라. 이 값들은 다시
빌드하지 않고 GUI안에 입력 설정 탭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6. 처리장 전체 파일 요소 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단위공정들의 인코드 이름들과 변수의 SumoSymbols들을 사용
해야 한다. 변수 이름들을 쓰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위공정 혹은 파이프에서의 변수
단위공정

단위 공정 이름_변수

파이프

파이프이름_변수

모델 매개 변수
전체

모델 이름_요소

로컬

단위 공정 이름_모델 이름_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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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에서 사용되는 공학적 이름은 코드의 이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려면
[보기 | 고급 | 이름 유형 | 인코드 이름으로 전환]을 이용해라 (그림 17). 이 버
전에서는 계산을 위해 단위공정의 유입/유출 포트 대신 파이프 이름이 사용되므로
파이프 이름도 표시해야한다.

그림 17. 이름 유형 변환

이름 형식의 유효성을 접근/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1. 출력 설정
출력 설정 탭, 왼쪽 하단 창, 검색 방법을 “행”으로 변경하고 관련 단위공
정을 클릭하여라 (그림 18). 여기 목록은 EQPS이름들과 적절한 기호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명칭 공간 기호를 이용해서
명명해야 한다: Sideflowdivider_Qpump_target

그림 18. 출력 설정에서 측류 흐름 혼합기 요소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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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상태 창
고급 상태 창을 열어라: 보기 | 고급 | 상태 창. 왼쪽 패널에서 모든 변수
들과 상수들이 나열된다 (그림 19). 관련한 단위공정을 열고 변수의 기호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명칭공간 기호가 나타난다. Sumo__plant 명칭 공
간을 제외하고 이 양식을 사용하여라. 이중 밑줄은 명칭 공간 구분 기호이
다.

그림 19. 고급 상태 창에서 측류 분배기의 목표 펌프 유량을 찾아라.
3. 공정 코드
특정 변수 이름의 코드는 직접 “보기 | 디렉터리 | 설치 디렉터리 | 공정
코드 | 단위 공정”에서, 모델 요소와 변수는 “보기 | 디렉터리 | 모델 디
렉터리”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MS Excel 시트가 열리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호뿐만 아니라 변수를 설명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
다.
계산 중에 포트 이름은 이 버전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유입/ 유출
포트에서 변수가 필요할 때 연결된 파이프를 찾아라. 대형 처리장 구성에
있어서 연결된 파이프를 찾기 위한 PU검색 도구는 작업판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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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단위 공정 찾기

4. 프로젝트 디렉터리
완전한

시뮬레이션

코드는

install

folder

.tmp

디렉터리에서

Sumoproject.xml파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기 | 디렉터리 | 프로젝트
디렉터리 | sumoproject.xml). 이 .xml 파일은 모델에 사용된 모든 초기
값,

방정식

및

레이아웃

연결이

포함하고

있으며

변수는

<variabledefinitions> 또는 코드 블록에서 찾을 수 있다.
Sumo_처리장 명칭 공간은 파이프와 포트가 있는 처리장 전체 코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예제의 처리장 전체 코드 작성은 다음 3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1).
1. 식 1로부터 폐 슬러지 TSS(F.XTSS, 식에서의 폐슬러지)의 총량 유량을 계
산한다. 폐 슬러지수 TSS 총량 유량은 목표 수율을 이용하는 식1로 표현
된다.
2. 목표 펌프 유량은 폐 슬러지 TSS농도를 총량 유량으로 나눠서 계산해라.
폐 슬러지 유량은 폐 슬러지 흐름 분배기의 유입 요소이지만, 목표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폐 슬러지 TSS를 기반으로 한 목표 유량으로 계산

할 수 있다.
3. 순 수율 계산
이 단계에서는 대수 직접 제어 모드에서의 목표 수율과 동일한 실 순 수율
계산한다. 만일 2-3라인이 삭제되거나 (혹 “if block” 또는 기호 키워드가
없는 별도의 테이블에 배치 된 경우) 모델은 GUI입력의 폐 슬러지 유량을
이용해서 단순히 Yobs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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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처리장 전체 코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에 파일을 저장해야 한다.
Excel파일을 저장하고 닫은 후에는 작업의 흐름을 계속 진행하여라. 이 시점 이후
모델 컴파일 (compile)이 시작되지만 컴파일 완료 후 처리장 전체 파일을 변경할
때마다 매번 모델을 다시 컴파일 (compile)해야 한다.

3.5. 입력 설정
입력 설정 작업을 선택하면 탭이 상수 및 동적 입력 유형으로 분리된다. 초기 처리
장 설정의 경우 그림 22와 같이 상수만 필요로 한다. 각 개체를 하나씩 선택하고
아래에 제안된 값을 입력하여라.

그림 22. 상수 입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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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단한 구성에서는, 먼저 전형적인 건기 운전에 있어서, 실 처리장 모델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값만 설정하면 된다. 이 예는 표 2를 참조하여라.

표 2. 활성슬러지 (AS – Activated Sludge) 처리장의 입력설정
요소
반응조 1 부피
반응조 2 부피
침전조 RAS 유량
유입수 흐름과 분획

값
5000
5000
기본 설정
기본 설정

단위
m3
m3
m3/d

좌측 하단 패널의 단위 및 요소 메뉴를 선택하여 이 값을 입력하여라 – 값은 우측
하단에서 편집 할 수 있다 (그림 23).

그림 23. 입력 요소 표
참조 : 이 예제에서는 폐수 분획과 비슷하게 유입수 유량은 기본값인 24,000m3/일
로 나두었다.
단위 공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장 전체 요소가 유입 설정에 나타난다.
다른 모델 요소와 마찬가지로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정 모델에는 다른 요소가 있다. 필요한 경우 옵션 메뉴 항목에 미국 단위 (MGD,
scfm 등)용 단위 변환 모듈이 있다.
이제 폐수 처리장 모델의 구성이 준비 되었다.

3.5.1. 동적 입력
이 선택적 업무는 동적으로 변경되는 입력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
시간대별 유량, DO 설정 등. 이 작업에서는 작업판 위의 파란색 작업의 흐름 버튼
이 ‘상수’와 ‘동적’의 두가지로 나뉜다 (그림 24).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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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정상 상태 입력(예: 정상상태 유입수 구성 또는 반응조 DO설정)
또는 동적으로 변하는 양(예: 가변 유입수 흐름, 구성 또는 반응조 DO 설정 변경)
을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모델이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상태 표시
줄 메시지 : 시뮬레이션 준비 됨).
동적 입력 설정 모드에서 패널의 역할:
● 우측 상단 패널

- 처리장 구성

● 좌측 상단 패널

- 이번 판에는 이용하지 않음

● 우측 하단 패널

- 데이터 입력 기능

● 좌측 하단 패널

- 입력된 동적 데이터 테이블 목록

원하는 경우 Excel 파일의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여 복사하여 이 프로그램에 붙여
넣거나 Excel에서 모델로 직접 입력을 연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4.6.3.장에
서 나중에 논의 될 것이다.

그림 24. 동적 입력 값

3.6.

결과 설정

이 작업은 시뮬레이션 중에 저장되거나 또는 표시되는 변수와 형식을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5).
결과 설정 모드에서 패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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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 패널

- 처리장 구성

● 좌측 상단 패널

- 다양한 다이어그램 유형의 버튼(표, 타임 차트 등.)

● 우측 하단 패널

- 일련의 탭에 다이어그램 추가

● 좌측 하단 패널

- 선택한 단위 공정 및 연결된 파이프 (모델이 완전히 컴파

일 되면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한 출력 변수 목록. 사용자는 이름 또는 기호를
기반으로 변수 사이를 탐색 할 수 있다. 작업을 돕기 위해 미리 선택된 범주(자
주 사용되는 운전 변수 등)가 있다.

그림 25. 결과 설정

3.6.1. 표 추가하기
좌측 상단 패널에서 표 추가(오른쪽 하단 패널에 표가 추가됨)를 선택하여라. 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며 여러 테이블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름을 우클릭하여 표 이
름을 “결과값”으로 지정하여라. 단위 공정을 표로 끌어 당겨와 추가하여라. 좌측 하
단 패널 (그림 26)에서 변수를 선택하고 끌어서 표에 변수를 추가하여라. 예를 들
어 표를 끌어 전체 디스플레이 표를 한번에 추가 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변수
(주 : 사용자가 표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전체 디스플레이 표가 추가되면
표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뀐다). 미리 선택된 변수 내용의 정확한 내용은 단위 공정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초기 값이 셀에 나타난다.

- 35 -

그림 26. 표 추가하기

3.6.2. 타임 차트 추가하기
좌측 상단 패널에서 타임 차트 추가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우측 하단 패널에 새로
운 탭으로 타임 차트가 추가된다). 좌측 하단 패널에서 단위 공정과 변수를 선택하
여 타임차트에 표시하여라. 여러 변수를 각 타임 차트에 추가 할 수 있으며 몇 개
의 타임 차트를 추가 할 수 있다. 그림 27의 예제에서는, 반응조의 MLSS는 하나의
타임차트에 그려졌으며, 두 번째는 유출수 암모니아와 질산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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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타임차트 추가하기

3.6.3. X-Y차트 추가하기
이 다이어그램은 다른 변수(예: pH)에 따른 변수(예: 평형 종) 간의 관계를 보여준
다. 실제 적용은 6.19 장의 적정 예제에 나타나 있다.

3.6.4. 바차트 추가하기
좌측 상단 패널에서 바차트 추가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바차트가 우측 하단 패널
에 새 탭으로 추가된다). 바차트에 그려질 단위 공정과 변수를 좌측 하단 패널에서
선택하여라. 여러 변수를 각 바차트에 추가 할 수 있으며 여러 바차트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유입수

및 유출수의 총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5일 생화학

적 산소 요구량이다 (그림 28). 탭의 이름을 COD, BOD5로 변경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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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바차트 추가하기

3.6.5. 원형차트 추가하기
좌측 상단 패널에서 원형 차트 추가를 선택하여라(우측 하단 패널에 레이블이 있는
원형 차트의 새탭이 나타난다). 그려질 단위 공정과 변수를 선택하여라. 질소요소로
변경된 방류수, 총 킬달질소, 아질산염, 질산염을 이 예제에서는 사용할 것이다.

그림 29. 원형차트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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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Sankey 추가하기
좌측 상단 패널에서 Sankey 추가하기를 선택하여라. 기본적으로 유량 Sankey 다이
어그램이 추가된다. 변수는 좌측 하단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여러 Sankey 다
이어그램을 각 Sankey에 하나의 변수로 표시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그림 30와 같이 기본 설정 (유량으로 이름 변경)과 암모니아 총량 유량 의 한개
Sankey를 사용한다. 이 유형의 다이어그램 디자인은 개발 중에 있다.

그림 30. Sankey 추가하기

3.7.

시뮬레이션

이 작업은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관찰에 사용된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의 패널의 역할 :
● 우측 상단 패널

- 처리장 구성

● 좌측 상단 패널

- 시뮬레이션 제어 패널 -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기능
버튼.

Excel 형태의 보고서 준비 기능이 포함됨. 제어

패널은 개발중 임
● 우측 하단 패널

- 정의된 다이어그램에 관한 탭 - 결과 표시

● 좌측 하단 패널

- 현재 이용 불가, 시나리오 용으로 예약되었음.

정적 모드는 변수의 정상 상태 결과를 직접 계산하고 동적 모드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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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시뮬레이션은 콜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한다. 콜드 스타트는 모델과 단위
공정에서 정의된 초기 농도를 기본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

정지 시간과 데이터 간격은 시뮬레이션 전에 수정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Sumo1.xlsx 모델 파일에 지정된 초기 조건에서 정지 시간 (기본적으로 1일인데 변
경할 수 있다)까지 실행된다. 정지 시간을 10일, 1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여라.
10일 MLSS그래프는 시스템이 안정화 상태로 도달되었고 그 결과는 일반적인 건기
운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SRT 15일을 만족하기 위해 처리장 전체의 목표 순 수
율은 0.37로 설정되어 있다.
참고 : 구성은 CTRL_마우스 중간 버튼을 사용하여 축소될 수 있다.

그림 31. 예시 처리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결과 도표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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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표 형식으로 나타난 시뮬레이션 결과

참고 : 표시된 소수점 수는 셀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화살표로 의미 있는 세부 사
항을 표시할 수 있게 사용자가 정의 할 수 있다.
이 표는 다음 내용이 나와 있다 :
● 유입수, 반응조 및 유출수의 TSS와 VSS
● 2개의 반응조에서의 산소 소비율(OUR) 예상대로 첫 번째는 높고 두 번째는 낮
다
● 두 반응조에서 DO농도는 2mg/L
● 높은 유출수의 질산염과 낮은 유출수의 암모니아(완전 질산화)

3.7.1. 공정 시뮬레이션 예 – 호기조
처리장 구성은 10시간 수리학적 체류 시간 (HRT = 10,000m3/24000m3/d 유입수
*24hr/d)인

호기조이다. 이는 완전한 질산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낮은 암모니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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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질산염 농도 갖는 유출수를 생산한다. 두 반응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2mg/L
DO로 폭기된다.

3.7.2. 탈질화 수행
상부 시스템에서 생화학 반응을 위한 주요 전자 수용체는 용존 산소이다. 전자 수
용체로서 풍부한 질산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고
동시에 유출수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무산소조 (반응조1)의 HRT = 3 시
간, 호기조 (반응조2)의 HRT = 7 시간에 따라 반응조 부피와 폭기 설정을 위해 설
비를 재구성해야 한다. (실제 처리장에서는 교반기가 MLSS를 부유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설치되어 하지만 모델에서는 항상 이상적으로 혼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입력 설정’ 작업을 선택하고 ‘상수’ 모드로 전환 한 다음 반응조1을 선택하고 좌측
하단의 ‘설정값’ 메뉴에서 DO 설정 값을 0으로 변경하여라. 이는 무산소/혐기조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탱크의 색상을 회색으로 변경시킨다.

그림 33. ‘반응조1’에서 DO 설정 값 수정.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돌아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라. 유출수 질산염은 반응조1
(무산소 구간)에서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모두 소모되기 때문에 감소 될 것이
다. 반면 질산화가 호기성 조건을 요구하고 호기성 반응조 부피가 10000m3에서
7000m3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출수 암모니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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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탈질 처리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표

유출수 질산염과 암모니아는 슬러지 반송에 포함되어 넘어오는 산소에 민감하고,
질산염은 더욱 민감하나, 이 단순화 된 모델에서는 추가 무산소 체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모델은 용존 산소를 각 반응조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이 경우 반응조
에서 설정 값 달성에 필요한 공기 유량이 계산된다.
구성 중에 단위 공정 (그림 35)을 선택할 때 계산된 DO를 더할 수 있으므로 기대
되는 유출수 값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기 유량이 주어지며 DO의
농도는 물질 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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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계산된 DO (PU)로 변경

그림 36. ‘반응조1’의 공기 유량 변경하기

공기 유량은 입력 설정 탭에서 변경할 수 있다. 반응조1의 송풍기 공기 유량을 0으
로 변경하고 (그림 36) 반응조 2는 10,000Nm3/hr로 변경하여라.
10 일간의 시뮬레이션을 실행 한 후 입력 DO(그림 34)와 계산 된 DO로 작동하는
처리장 운전 결과를 비교해 보아라(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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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계산된 DO를 사용하여 탈질 처리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로 표현

3.7.3. 처리장에 동적 상태 적용하기 (일간 시간대별 유량 변화)
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시간대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뿐만 아니라 최
대 유출수 농도도 매우 중요하다 (예 : 한국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어떠한 순간에서
채취된 시료의 농도는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일 최대치 등). 이같은 이
유로 하루 동안 잠재적 피크를 규명하기 위해 동적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입력 설정 작업을 선택하고 그림 39과 같이 유입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일간 시
간대별 유량 변화가 제공될 것이다.
상수 모드에서 처리장 규모에 따른 변화는 각 규모별 전형적인 유입수 수질 분획과
일간 시간대별 변화가 포함된 EQPS 모델의 유입수 도구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
Excel 파일을 열고 Diurnal variation 시트의 “medium plant” - “중간규모” 테이블
을 클립 보드로 복사하여라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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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umo1 유입수 도구

동적 모드로 변경하고 GUI에 표를 붙여 넣어라.

그림 39. 동적 입력 구성
입력 데이터(이 경우 유량 변화)는 Excel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열 제목은 시간과 선
택한 변수 이름(이 경우 Q, 유량)이어야 하고 두 번째 행은 각 요소의 단위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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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설정 표의 요소 상단 팝업 – 상수는 입력 변수의 암호명을 보여줄 것이다. 나
머지 정보는 선택된 단위 공정으로 식별되기 때문에, 변수 자체만 삽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예 : 전체 이름 Sumo__Plant__Influent__Q 대신 Q만). 유입수가 선
택되었는지 확인하여라.
선형 및 3차 보간법 및 주기를 동적 입력 테이블에서 설정할 수 있다.
모델 요소 및 처리장 전체 요소를 동적 입력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
공정을 선택하지 않고 전체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작업에 가서 시뮬레이션 시작으로 이동하여라. 부하량의 변화는 그림
40과 같이 유출수질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림 40. 유입수 유량 변동에 따른 유출수 암모니아와 질산염 변화.

높은 부하 기간 동안 더 낮은 질산화에 의한 낮은 질산염 농도와 탈질로 소모되는
유기물질이 풍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입력 설정 작업으로 가서 반응조1을 선택하고 DO 설정 값을 다시 2mg/L로
변경하면 첫 번째 반응조의 산기장치를 켤 수 있다 (실제 처리장에서는 쉽지 않다).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20일로 실행 시간을 연장하고 계속을 누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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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유출수 암모니아와 질산염 변화 – 반응조 1의 재 폭기.

질산염 농도는 증가할 것이고 암모니아 피크는 산기장치가 다시 켜진 10일부터 크
게 감소 할 것이다.

3.7.4. 측정 된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기.
처리장은 운전정보를 수집하며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한 과제는 시뮬레이션과 측정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 모델을 보정 할 수도
있다). 이 처리장에서 하루에 한 번씩 반응조2에서 MLSS 측정 시료(TSS 반응조2)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라. 수집 된 데이터는 아래의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예시 처리장의 측정

된 TSS데이터.

이 표를 엑셀 시트(예 : 처리장 이름 Plant Data.xlsx)에 복사하고 시트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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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TSS”로 변경하여라(실제 이름은 관련성이 없고 유연하다.)
EQPS를 ‘출력 설정’모드로 전환하고 VSS TSS 시간표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 한 다음 가져오기 데이터를 선택하여라. 데이터 가져오기는 동적 입력 표
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 클립 보드에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그림 42.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
확인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따라 데이터가 그려진다.

그림 43. 동일 차트에 표시된 측정치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젝트는 파일 메뉴를 사용하여 구성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안 언제든지 저
장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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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한 반응조 구성과 보다 정교한 운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많은 다른 운영
시나리오를 EQPS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도움말 메뉴의 예제를 참조하여라.

3.7.5. 고급 상태 창
고급 상태 창은 보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그림 44). 시뮬레이션에서 변수 값
을 빠르게 확인하고 변수를 Excel 파일로 저장하는 등의 고급 기능을 실행할 수 있
다.

그림 44. 메뉴에서 고급 상태창

그림 45에서 고급 상태창은 2개의 패널로 분할된다.
좌측 패널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 목록이 있다. 내부 변수
기호(즉, EQPS 시스템 자체에서 사용하는 이름)는 아래에 설명 된 이름 지정 규칙
을 따른다 :
- 모든 변수 이름은 하나 이상의 명칭 공간과 변수 이름을 포함한다. 명칭 공간과
이름은 두 개의 밑줄(‘__’)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내부 기호는 다음과 같은 구조
를 가지고 있다 : <<어플리케이션>>__<<프로젝트>>__<<단위 공정>>__<<변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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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변수 기호에는 응용 프로그램 단계 명칭 공간으로 ‘Sumo_’가 있다. 수치
해석 요소와 같은 공통 변수는 ‘Sumo__’명칭공간 바로 뒤에 이름이 있다 (예 :
Sumo_StopTime).
- 주어진 프로젝트에 특정한 변수는 프로젝트 단계에 준해 명칭 공간 아래에 구성
된다. 현재의 EQPS 버전에서는 ‘Plant_’로 하였으며 프로젝트 고유의 모든 변수
에는 ‘Sumo__Plant__’분류자가 있다.
- 단위 공정 이름은 네 번째 단계의 명칭 공간을 형성한다. ‘Plant 예제의
’Reactor1’에 있는 모든 변수는 ‘Sumo__Plant__Reactor1__’을 명칭 공간 분류자
가 사용된다.
- 위의 규칙에 따라 Reactor1의 COD는 ‘Sumo__Plant__Reactor1__COD’라는 내부
기호를 갖는다.
- EQPS 상수라고 불리는 공통 EQPS 변수의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다. 원자 중량,
일반 물리화학적 상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변수는 ‘Sumo__Constant__’로 명
칭 공간이 지정된다.
패널에 나타나는 변수 이름을 필터링 할 수 있다: 좌측 패널의 맨 위에 있는 텍스
트 상자에서는 다른 필터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 기호의 처음 몇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기호가 있는 변수만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mo__Plant__Reactor1’을 입력하면 ‘Sumo__Plant__Reactor1’ 단위 공정에 속하
는 변수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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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고급 상태 창
우측 패널은 최근 발행 된 상태 명령 목록 (상단)과 EQPS 상태 명령을 수동으로
입력 할 수 있는 명령 줄로 구성된다. 이 방법으로 기본 상태의 전체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기술 참조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7.6. 추가 처리을 위한 변수 내보내기
EQPS는 모든 변수를 탭으로 구분된(.tsv)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한 파일은 Microsoft Excel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읽을 수 있다.
변수 내보내기를 위해 고급 상태 창의 직접 명령 해석 기능이 사용된다(고급 상태
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6.5장 참조).
실행 결과를 내보내려면 파일 이름을 요소로 사용하여 명령 줄에서 ‘writetsv’명령
을 사용해야한다. 내보내려는 데이터는 해당 파일 이름에 의해 결정되는 파일에 저
장된다.
writetsv명령이 실행되면, 데이터 내보내기를 실행하기 위해 명령 행에서 시뮬레이
션을 재실행 해야 한다.
데이터 보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예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42
는 10일간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보내기 전에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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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통한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한다.
실행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파일로 내보내야 한다고 가정하여라. 이를 위해 시뮬
레이션 통제 패널에서 고급 상태 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급’버튼을 선택하여라.
상태창에서 그림 46과 같이 명령 줄에 “D:\EQPS_Manual\plant.tsv”’명령을 입력
한 다음 Enter키를 누른다.

그림 46. 고급 상태 창에서 ‘writetsv’ 명령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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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키를 누르면 시스템은 ‘530037 TSV writer : “D:\EQPS_Manual\plant.tsv”
모든 변수’ 메시지를 명령 내역 패널에서 응답한다. 명령 행에 ‘start’를 입력하고
‘530004 Simulation has ended’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이력에 메시지가
나타난다 (EQPS의 메인 창의 상태 표시 줄에서 시뮬레이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문서” 폴더에 있는 파일은 (파일 이름 제안을 따랐을 경우) Excel 또
는 즐겨 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다. 데이터 파일은 변수가 열에 있고 탭
이 열 구분 기호로 사용되는 일반 ASCII 파일이다. 이 파일 형식은 Microsoft
Excel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전 예에서와 같이, 예제 프로젝트에서 알았던 것과 같이 모든 변수를 내보냈다.
그러나, 몇개의 선택된 변수만 내보기를 원한다면, ‘writetsv’ 명령어에 두 번째 요
소가 주어져야 한다.
이 두 번째 요소는 내보낼 변수 기호 목록이 들어 있는 파일의 이름이다. 이 파일
은 예를 들어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노트패드로 쉽게 만들어지는 간단한 ASCII파
일이어야 한다.

그림 47. 내보낸 데이터가 Microsoft Excel에서 열
린다.

이 예에서 처리장 유출수에서의 암모니아와 질산염의 농도만 내보내고 싶다고 가정
해보자. 이전 단락에 따르면 변수 목록이 들어있는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파일을
만들기 위해 노트패드를 열고 그림 48과 같이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여라(변수의 기
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4.5.6를 참조하여라). 파일을 ‘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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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tsv’로 이름을 지정하여라.
이

작업이

끝나면

‘writetsv

“D:\EQPS_Manual\plant2.tsv”

“D:\EQPS_Manualvariables.tsv”’ 명령을 명령 줄에 입력해야 한다. 이후에 명령줄
에 start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시뮬레이션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새로 생성된 데이터 파일에는 그림 5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목록에서 지정된 변
수만 포함된다.

그림 48. 내보내는 변수 목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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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내보낸 변수 목록을 사용해서 Microsoft Excel에서 열린
내보낸 변수들

3.7.7.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탭의 제어 패널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결과 Excel 파일은 기본
적으로 EQPS 프로젝트 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된다 (그림 50). 이 기능은 다
음 시트가 있는 Excel 파일을 만든다.
● 프로젝트 개요 (project overview) : 공정도와 기본 프로젝트 정보를 포함
● 시뮬레이션 결과 (simulation result) : 모든 시뮬레이션 된 결과는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한 표가 포함된 별도의 시트에 저장된다.
● 모델 (model): 이용된 모델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 (이 예제에서는 : Sumo1)
● 단위 공정 (process unit) : 모든 설정과 PU (단위 공정) 요소는 각 단위별로 별
도의 시트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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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보고서 저장

3.7.8. 시뮬레이션 제어 패널
우측 상단의 시뮬레이션 통제 패널(개발 중)은 모델을 작동하여 동적 또는 정상 상
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동적 모드 :

→ 기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 정상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 현재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 시뮬레이션 계속/일시 정지
→ 동적 실행 기간
→ 데이터 수집/새로 고침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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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태 모드 :

→ 정상 상태 시뮬레이션 시작
→ 시뮬레이션 정지

4.

처리장 설계를 위한 EQPS 사용법

EQPS는 대수 계산을 기반으로 한 처리장 설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버전은 활
성슬러지 처리장을 위한 설계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활성슬러지 설계는 SRT 및 MLSS 설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반응조 용량을 계산한
다.
처리장 설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한다 :

4.1.

구성

동적 구성과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구성 탭에서 관련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디자인 도구 하단의 “활성슬러지 설계” 이다. 이 단위는 설계 모델을 사용
하는 설계 모드로 제한된다. 모델 설정에서 모델을 선택하면 이 시점에서 장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 될 수 있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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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활성슬러지 설계의 구성

4.2.

모델 설정

모델 설정에서 ‘모델 옵션’의 ‘모델 선택’에서 ‘자료실, 중점 및 사용자 정의’를 선
택 하여라 (그림 52).

그림 52. 활성슬러지 설계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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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력 설정

입력 설정에서 유입수 요소, 설계 요소 및 추가 입력(예를 들어 COD와 바이오매스
분획)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3).

그림 53. 활성슬러지 설계 입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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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력 설정
동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표를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그림 54).

그림 54. 활성슬러지 설계 출력 설정

4.5.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서는 원하는 계산이 실행되고 결과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설계 모드만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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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활성슬러지 설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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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제

이 장에서는 이미 구성된 다양한 공정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 예제는 시작
화면, 도움말 메뉴 또는 설치 디렉터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1.

튜토리얼 처리장

이 설명서에 사용된 예이다. GUI 예에서는 처리장 전체 코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
다.

그림 56. ‘튜토리얼 처리장’ 배치도 예

5.2.

튜토리얼 처리장 2

튜토리얼 처리장 2는 중온 소화, 가스 계산 및 pH를 포함하는 튜토리얼 처리장의
확장된 구성이다.

그림 57. ‘튜토리얼 처리장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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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튜토리얼 처리장 3

튜토리얼 처리장 3은 튜토리얼 처리장 2의 확장된 버전이다. 이 구성은 황
(Sumo2S)을 포함한 2단계 질산화/탈질 모델, 가스 계산, pH 및 측류 처리 (질산화
및 탈질)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그림 58. ‘튜토리얼 처리장 3’ 구성

5.4.

튜토리얼 SBR

동적 유입수와 1단계 질소합성/탈질 모델을 갖춘 단순 SBR 처리장.

그림 59. ‘튜토리얼 SBR’ 구성

5.5.

수리학적 SRT

이 처리장은 수리학적 SRT 제어의 시연이다. 처리수는 반응조 자체에서 제거되며
SRT (MLSS 함유량과 상관없이)는 V/QWAS가 된다. 반응조의 부피가 10000m3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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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000m3/d의 폐 슬러지는 3.3일의 SRT와 12℃에서의 질산화 유실을 야기한다.

그림 60. ‘수리학적 SRT’ 구성

5.6.

MLE 구성

1단계 질산화/탈질인 Modified Ludzack-Ettinger (MLE) 구성.

그림 61. ML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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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UCT

1단계 질산화/탈질 모델인 University of Cape Town (UCT) 구성.

그림 62. UCT 구성

5.8.

혐기성 소화조가 포함된 UCT

1 단계 질산화와 탈질 모델, 가스 상 계산 그리고 pH를 수행하는 혐기성 소화조기
포함된 UCT

그림 63. 혐기성 소화조가 포함된 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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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정 UCT

1단계 질산화와 탈질인 수정된 UCT 구성.

그림 64. ‘수정된 UCT’구성

5.10.

Phoredox

인 제거를 위한 Phoredox 구성.

그림 65. Phoredox 구성

5.11.

Bardenpho 구성

1단계 질산화/탈질 모델인 5단계 Bardenpho 구성.

그림 66. Bardenpho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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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산화구

표면 폭기를 이용한 산화구 예제.

그림 67. 산화구 구성

5.13.

Johannesburg

1단계 질산화/탈질 모델인 Johannesburg 구성.

그림 68. Johannesburg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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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 SBRs

균등조가 있는 두 개의 병렬 SBR 시스템 구성.

그림 69. 2 SBRs 구성

- 69 -

5.15.

4SBRs

균등조가 있는 4개의 병렬 SBR 처리장.

그림 70. ‘4 SBRs’ 예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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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단순 MBBR

고정 생물막 두께의 단일 MBBR처리장 구성.

그림 71. 단순 MBBR 구성.

5.17.

단순 IFAS 구성

고정 생물막 두께의 고정막 활성 슬러지 구성.

그림 72. 단순 IFA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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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주류 (主流)탈암모니아

황을 이용한 2단계 질산화/탈질 모델을 사용하는 주류 탈암모니아 구성.

그림 73. 주류 (主流) 탈암모니아 예시 구성

5.19.

암모니아 용액의 적정

이 예는 XY 다이어그램으로 pH에 따른 암모늄/암모니아 관계를 보여준다. (XY 도
형을 선택하고, X축에 pH를 떨어 뜨리고 탱크에서 NH4+와 NH3를 선택하여라) (그
림 74).

그림 74.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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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위 공정

6.1.

생물 반응조

6.1.1. SBR(Sequencing Batch Reactor)

6.1.1.1. 일반적인 설명
SBR 단위공정은 EQPS에서 연속 회분 반응조로 적용된다.

6.1.1.2. 포트 사양
SBR 단위 공정은 표 4에 설명된 대로 3개의 포트가 있다.

- 73 -

표 4. SBR의 포트 사양
포트 이름

설명
SBR의 유입 포트는 SBR반응조로 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현
재 EQPS에서는 특정 순환 단계에서만 공급이 있는 자동 메커니

Inp

즘이 없다. 사용자는 수동으로(예를들어, 입력 파일을 통해) SBR
순환 운전 주기와 동기화 된 공급 패턴을 제공해야 한다.
디켄팅 포트에서의 유량은 SBR 순환 운전 구성에 따라 통제된다
-SBR로부터 디겐팅되는 것은 이 포트를 통해서 수행된다. 디캔

Decant

팅 포트 유량은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포트에
나타나는 수질은 반응조가 혼합 상태인 경우 벌크 수질이며, 반
응조가 혼합되지 않은 경우 상등액 수질과 동일하다.
하부흐름 포트의 유량은 SBR 순환 운전 구성에 따라 제어된다
-SBR에서의 폐 슬러지는 이 포트를 통해 수행된다. 하부흐름은

Upflow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응조가 혼합되면 벌크 수
질이 이용 가능하고, 혼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조의 침전 된
분획의 이용이 가능하다.

6.1.1.3. 사용자로부터 이용가능한 요소
표 5와 6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전체 요소 목록을 제공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EQPS의 SBR 작동을 소개하는 절에서 다룬다.

표 5. SBR의 물리적 요소들
기호

이름

기본값

단위

L.Vmax

최대 부피

5000.0

m3

L.V_0

초기 부피

2500.0

m3

hmax

최대 수심

5

m

2.0

gO2·m-3

SO2,react

SV

반응 단계 동안
용존 산소 설정값
독립 변수 설정값

MODEL.SV.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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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ludge

MODEL.SV.Unit

표 6. SBR 운전 요소
기호

이름

기본값

단위

tcycle

주기 경과 시간

6

h

4

h

1

h

1

h

0.1

h

treact
tsettle
tdecant
twaste

반응 주기 경과
시간
침전 주기 경과
시간
디켄팅 주기 경과
시간
폐슬러지 주기
경과 시간

toffset

오프셋 - 미루기

0

h

Vdecant

디켄팅 체적

1000

㎥

250000

g

20

g․m-3

M_XTSS,wasted
XTSS,decant,target

단위 주기당
폐슬러지 총량
배출수 고형물
농도

XTSS,sludge,target

슬러지 농도

10000

g․m-3

Qdecant,target

폄프유량 설정값

0

㎥․d-1

0

㎥․d-1

Quflow,target

하부흐름 유량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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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BR 포기 조건설정
기호
SSOTE

이름
비 표준 산소 전달
효율

기본값

단위

6

%/m

hdiff

수중 산기장치

4.8

m

Tair

주변 공기 온도

20

℃

Twater

현장 수온

25

℃

pair

대기압

100000

Pa

α

α(담수/폐수)계수

0.7

-

β

β 수정 계수

0.95

-

0.8

-

200

m

0.0065

K/m

10

s

MODEL.SV.influent

MODEL.SV.Unit

F
hsea
Lair
tR,air
G.SV,air,inp

산기장치 파울링
계수
해발 고도
공기압 계산을
위한 온도 감소율
기포 체류 시간
공기 입력으로서의
G.SV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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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SBR 순환 주기 구성
SBR 운전은 표 8의 단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순환으로 구성된다. 순환 주기의 경과
시간은 순환 요소로 표시 할 수 있다. 표 8에는 단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나와
있다. 단계는 아래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표 8. EQPS에서 적용 된 SBR 순환 구성
단계 이름

반응

혼합

반응 단계

있음

있음

침전 단계

없음

없음

디켄팅 단계

없음

없음

휴지 단계

없음

없음

현재의 적용에 따르면, 생물학적 반응은 반응조 내용물이 완전히 혼합되는 반응 단
계에서만 발생한다.

6.1.1.4.1. 반응 단계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별도의 유입 단계가 없다. 전용 유입 단계 대신 반응 단계
의 일정 부분에서 반응조에 하수나 폐수가 유입될 수 있다. 현재 EQPS에는 특정
반응 단계에서만 유입이 수행되는 자동 유입 메커니즘은 없다. 사용자는 수동으로
(예를 들어, 입력 파일을 통해) SBR 순환 주기와 동기화 된 공급 패턴을 제공해야
한다.
반응 단계 동안 사용자가 결정한 생물학적 모델에 따른 모든 생물학적 반응식이 계
산되고 각 상태 및 계산된 변수는 다른 곳에서 설명된 일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용될 수 있다.

6.1.1.4.2. 침전 단계
EQPS에서 적용 된 침전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 침천 효율은 요구되는 월류수나
펌핑 포트인 배출수 TSS 값 (즉, 침전지 상등액의 TSS)과 요구되는 침전 슬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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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농도를 사용자가 제공하여 결정한다.
반응조가 침전 단계에 진입함과 즉시 침전이 발생된다. 침전 단계에서는 혼합 및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등액은 월류 및 펌핑 포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침전 된 슬러지는 하부흐름 포트를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침전 주기 시간은 요소 tsettle(시간 단위)로 결정된다.

6.1.1.4.3. 디캔팅 주기
EQPS는 현재 고정 부피 디캔팅으로 작동한다. 디캔팅 중에는 반응조에서 혼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각각의 포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2단계가 있다. 디캔팅 단계
의 기간은 요소 tdecant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디캔트 되는 부피는 V_decant(m3)에 의
해 결정된다.
폐 슬러지는 또한 디캔팅 단계의 마지막 몇분 내에 발생한다. 폐 슬러지 기간은
twaste(h)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폐 슬러지 양은 M_XTSS,wasted(g/d)요소로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폐 슬러지 부피
및 유량은 폐 슬러지 총량, 정착, 침전러지 부유 고형물 농도 및 폐 슬러지 배출 경
과 시간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6.1.1.4.4. 휴지단계
휴지단계 기간은 전체 순환 주기 시간과 반응, 침전 및 디캔팅 단계 시간의 합과의
차이다. 휴지단계에서는 혼합이나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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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문헌

7.1.

포함된 모델

자료실
● ASM1
Henze M., Grady C. P. L. Jr, Gujer W., Marais G. v. R. and Matsuo T. (2000)
Activated Sludge Model No. 1, IWA Publishing,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
No. 9, London
1986년부터 시작된 고전적인 모델. TSS를 계산할 수 있도록 유입되는 무기물이 추
가되었다. (특정 상 분리 단위 공정에서 필요했음). BNR 공정에서의 OUR 및 슬러
지 생산량 산정을 위한 질산화/탈질 모델.

● ASM2D
Henze M., Gujer W., Mino T., Matsuo T., Wentzel M. C., Marais G.v.R., and
van

Loosdrecht

M.C.M.

(2000).

Activated

Sludge

Model

No.

2d,

IWA

Publishing,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 No. 9, London IWA.
ASM1이 수정된 생물학적 인 모델
● ASM2D_TUD
Meijer, S. C. F. (2004).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modelling
activated sludge processes. Department of Biotechnological Engineering.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218
TUD 물질대사 생물학적 인 모델을 사용한 ASM2D
● ASM3
Henze M., Gujer W., Mino T., Matsuo T., Wentzel M. C., Marais G.v.R., and
van

Loosdrecht

M.C.M.

(2000).

Activated

Sludge

Model

Publishing,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 No. 9, London IWA.
기질 저장을 포함한 질산화/탈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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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d,

IWA

● ASM3_BioP
Rieger L., Koch G., Kühni M., Gujer W. and Siegrist H. (2001) The EAWAG
bio-P

module

for

activated

sludge

model

No.3.

Wat.

Res.,

35

(16),

3887-3903.

생물학적 인 성분이 첨가 된 ASM3
● Barker-Dold
Barker P.S. and Dold, P.L. (1997). General model for biological nutrient
removal activated-sludge systems: model presentation, Wat. Env. Res., 69
(5), 969-984.
질산화/탈질/생물학적 인 모델(변경된 ASM1 및 Wentzel 생물학적 인 모델 기반)
● UCTPHOplus
Hu, Z. R., M. C. Wentzel, et al. (2007). A general kinetic model for biological
nutrient removal activated sludge systems: Model development.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98(6): 1242-1258.

질산화/탈질/생물학적 인 모델
● SumoASM1
Dynamita, 2012
pH 계산이 가능한 ASM1 버전. pH 계산을 포함한 질산화/탈질 모델

중점 모델들
● Sumo_N
Dynamita, 2012
주류-측류와 온실가스(GHG) 시뮬레이션을 위한 4단계 질산화-탈질 모델
● Sumo2S
Dynami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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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질산화/탈질/혐기성 소화, 측류), 아질산염 고려, 황 공정
포함
● Sumo2C
Dynamita, 2016
2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 (질산화/탈질/혐기성 소화, 측류) 아질산염 고려, EPS 생
산 및 고율 공정에 대한 2개의 종속 영양균.
처리장 전체 모델
● Mini_Sumo
Dynamita, 2015
OUR 및 슬러지 생산 예측을 위한 간소화된 단일 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
● Sumo1
Dynamita, 2013
단일 단계의 처리장 전체 모델, (질산화/탈질/혐기성 소화), 아질산염(준비 중)은 고
려하지 않고, 인 제거를 위한 철분 첨가, 철 첨가가 없는 혐기성 소화조를 가지는
처리장
● Sumo2
Dynamita, 2013
2 단계 처리장 전체 모델(질산화/탈질/혐기성 소화, 측류), 아질산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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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포함된 단위 공정

● 반응조
- 완전혼합조
- SBR (연속 회분식 반응조)
- 혐기성소화조
- MBBR (이동 베드 생물막 반응조)
● 흐름 – 에너지 요소
- 유입
- 유출수
- 슬러지
- 흐름 혼합기
- 흐름 분리기
- 폐수
- 금속염
- 외부탄소원
- 화학약품
- 유량균등조
● 분리기
- 스크린
- 침사지
- 1차침전지
- 2차침전지
- 농축조
- 탈수기
- 디스크필터
- 사이크론
- 점 분리기
- SV (독립변수) 분리기
l 특수 단위 기구
- THP (Thermal Hydrolysis Process, 고온 가수분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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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SumoSlang에서 새 모델을 작성 혹은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

EQPS에서 새 모델을 구성하려면 SumoSlang 템플릿 파일과 기존 모델 파일을 참
조하여라.

7.3.1. 동역학 모델
모델의 기술 참고문헌 및 모델의 도움말 탭에 설명되어 있다. 예 : ASM1.xlsm.

7.3.2. 평형 모델
pH가 있는 모델의 도움말 탭에 설명되어 있다. 예 : SumoASM1.xlsm.

7.3.3. 대수학적 모델
이 설명은 EQPS의 Excel(.xlsx) 모델 파일에서 대수학적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수학적 모델은 직접 슬러지 생산 계산과 같은 간단한 대수 계산을 포함하는 단순
한 형태로 해석기나 최적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수학적 모델은
해석기나 최적화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 ;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운전
지점을 찾는 것.
현재 변환기는 모델의 대수 부분에 대한 몇가지 기본 코드 구조를 지원한다. 이들
은 “codestructures.xlsx”파일에 나열되어 있다.
● 직접 배정 및 계산 예 : c = a + b. 이 예제에서 a 및 b는 요소이며 이들의 해
당되는 기본값은 모델 요소 변수 탭에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분류 혹은 예시
xlsx 파일 요소 탭에서 덮어쓸 수 있다). 표현은 .xlsx파일의 기호 및 표현 영역
에서 지정된다.
● 블록당할 때(elsief 아닌 경우)
● 직접 C++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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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 열 요소 합계
변환기는 식을 “if block”좌측과 우측 방면에 따라 분류할 것이므로 Excel에서 계산
순서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판(release)에서는 Model.xlsx파일의 다른 영역 및 다른 탭이 무시되며 경계, 오
류 메시지 생성, 자동 차원 테스트, GUI 기능 및 기타 고급 기능에 사용된다.
규칙 열이 사용된다 – bool (true와 false 만 표시), 문자열 또는 정수로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자동으로 실수 (길고 긴)로 입력된다.

중요 공지 :
1. ‘나타내기’형식은 일반적으로 Excel 형식 요구사항을 따른다. 즉, = 기호는 나타
내기 앞에 배치 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구문 검사는 Excel에서 수행한다(예 : 괄호
개수 등).
이 검사 기능은 Excel VBA 매크로에서 자동으로 수행되지만 이 판 (version)에서는
제거되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변환기에 제출되는 표현 앞에 =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
Excel 모델 파일은 Sumo 변환기 (SMT.exe)에 의해 .xlsx애서 .xml형식으로 변환된
다. .xml파일은 slcompiler에 의해 C++모델 파일에 의해 컴파일 된다. C++소스코
드는 C++컴파일러를
사용하여 핵심 기능과 함께 컴파일되어 실행 파일 (또는 .dll)로 된다.
수동 컴파일
● 요구되는 요소와 함께 SMT.exe를 시작하여라.
- 1st 인자는 필수적이다 : 전체 경로를 가진 처리장 예시 파일 이름
- 2nd 인자는 선택사항이다 : 전체 경로가 포함 된 파일 이름을 .xml파일로 만
들어라. 2nd 요소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XML 파일은 처리장 예시 파일 이름
(XML 확장명 포함)으로 “Process code”폴더에 생성된다.
- 예 : SMT.exe "D:\SMT\Process code\Plant instances\absystem.xlsx"
"D:\Output\absystem.xml“
- 만일 경로 또는 파일 이름에 “space”가 있으면 여는 따옴표(“)를 반드시 사
용해야 한다.
- XML이 생성된다. SMT.exe는 여러 Excel파일에 들어 있는 모델 설명을 읽는
다. 모델 파일 자신(예 : abmodel.xlsx)은 다른 엑셀 파일(abclass.xlsx)에서

- 84 -

호출되고 Excel 예시 파일(absystem.xlsx)로 예시화 된다.
이 판에서는 디렉터리 구조가 고정되었다. 새 모델, 종류 및 예제는 제공된
예제 그리고/또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7.4.

SumoSlang 특징

7.4.1. 예약된 언어 요소
기호

표의 키워드

SV

독립 변수(동적 시뮬레이션에 통합 됨)

CVAR

PAR

- sSV

용존 SV

- cSV

콜로이드성 SV

- xSV

입자성 SV

계산된 변수
- kinCVAR

반응성 단위에서 만의 동력학적 CVAR(예 : OUR)

- stoCVAR

화학양론적 CVAR, 예 : TSS

- equCVAR

평형 CVAR (pH계산이 포함된)

요소
- kinPAR

반응성 단위에서 만의 동력학적 PAR(예 : OUR)

- stoPAR

화학양론적 PAR, 예 : TSS

- equPAR

평형 PAR (pH계산에 포함된)

7.4.2. 속성

7.4.2.1. 반응(bool)(bool : 참 또는 거짓)
● 이 단위들
- MODEL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부피가 있어야한다.
- 독립변수들(SV’s)은 실제 독립 변수로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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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독립변수들(SV)은 미분되어야 한다 (dSV_dt 형식).
● bool의 값에 따라
- 참일 경우, 비 반응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Gujer와 모든 코드라인
들은 단위 코드로 배치된다.
- 거짓일 경우, 반응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코드라인들은 단위
코드로 배치된다.

7.4.2.2. 반응적 속성 누락
● 이 단위는 MODEL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부피를 가질 수 없고, SV는 독립
변수로 선언되지 않아야하며, 미분될 수 없다.
●
7.4.2.3. InheritPAR(InheritkinPAR, InheritstoPAR, InheritequPAR)
이 기능은 전체 및 로컬 요소들에

적용된다.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정의 된다 :
Sumo_PlantClass_MODEL_PAR
InheritPar 속성이 참으로 설정된 PAR(kin, sto, equ)의 경우 PU는 상위 PU 부류로
부터 자체 요소를 복사(상속)한다. 예 :
kinPAR = Parent..kinPAR
InheritPar 속성이 false로 설정된 PAR(kin, sto, equ)의 경우 PU는 자체 요소를 선
언한다. 예 :
Sumo_PlantClass_PU_MODEL_PAR
현재 PAR은 항상 특정 MODEL_접두어-를 얻는다. 이것은 SV 및 CVAR과 유사하
게 기본 단계 PU에서 필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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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삽입(CVAR) (kinCVAR, stoCVAR, equCVAR)
이 기능은 모델 코드에서 계산 된 변수(CVAR)를 단위 및 포트에 삽입한다. CVAR
유형은 kin, sto, equ (후에 다른 것)가 될 수 있다.

7.4.3. 단위 공정 등급
7.4.3.1. 기초 수준 등급
● 구조 탭을 사용할 수 없다.
● 단일 MODEL만 사용가능하다.
● SV, PAR, CVAR은 모두 해당 모델에 속하므로 PU 등급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
들기 때문에 모델 이름이 이들 앞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7.4.3.2. 상위 수준 등급
● 구조 탭이 있어야 한다.
● 외부 포트를 가질 수 있다.
● 모델을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각 기본 모델은 하나만 허용 될 수 있다.
● SV, PAR, CVAR키는 코드에서 의미가 없다.

8.

SumoRunner 와 EQPS 스크립트 명령

이 절에 나열된 명령은 SumoRunner명령 단자 혹은 모든 EQPS 스크립트 파일에서
수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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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스템 명령

mode<[dynamic|steady|expert|algebric]>
코어의 작동 모드를 설정한다. 동적 모델(즉, 통합된 독립
변수를 가진 모델)의 경우 ‘동적’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상수’모드의 핵심은 로드된 동적 모델의 정상 상태를 찾
설명

는 것이다. 정지 시간 및 데이터 통신 설정은 이 모드에서
무시된다.
‘대수’모드에서 대수 모델은 계산된다. 정지 시간 및 데이
터 통신 설정은 이 모드에서 무시된다.
‘전문가’모드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예시

mode dynamic

성공 반환 코드

250

start
모델 실행을 시작한다. 동적 모드에서 시뮬레이션은 0시
간부터 시작된다. 다른 모드에서는 제로 및 정지 시간 설
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설명

이 명령은 모델이 로드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단계
에서 실행 될 수 있다.
동적 시뮬레이션의 경우 ‘시작’명령은 시간을 0으로 재설
정한다.

예시

start

성공 반환 코드

없음

pause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을 일시 중지하고 EQPS코어가 추가
설명

명령을 기다리도록 한다. ‘동적’ 및 ‘상수’모드에서만 작동
한다.

예시

일시정지

성공 반환 코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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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continue
설명

일시중지 혹은 멈춘 코어를 재개한다. ‘pause’명령과 마찬
가지로 ‘동적’ 또는 ‘상수’모드에서만 작동한다.

예시

재개

성공 반환 코드

204

reset
설명

코어를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코어 재설정을 수행한다.

예시

재개

성공 반환 코드

299

exit
설명

Sumo코어를 종료한다.

예시

종료

성공 반환 코드

없음

restart
설명

코어를 재시작 한다. 초기 구성으로 zero시간 부터 시작한
다.

예시

재시작

성공 반환 코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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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toic
시뮬레이션의 초기 값을 시스템 상태의 현재 값으로 업데
설명

이트 한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다음 시뮬레이션이 현재
상태에서 시작되기를 원할 때 사용된다.
set Sumo_StopTime 86400000

예시

start

# 1일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행

maptoic

# 이전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을 때 수행

start

# 시뮬레이션 시작은
# 이전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곳

성공 반환 코드

<후에 채워짐>

store<이름>
주어진 이름으로 시스템 상태 (모든 시스템의 변수) 시스
템 상태를 저장한다. 버려진 저장된 변수는 나중에 ‘복원’
설명

명령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저장된 시스템 상태는 모델이 언로드되거나 코어가 종료
되면 더 이상 복원 할 수 없다.

예시
성공 반환 코드

store sensor-on # 시스템 상태 저장
# ‘sensor-on’이름으로
<후에 채워짐>

restore<이름>
인수에 제공된 이름으로 이전에 저장된 시스템 상태를 복
설명

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store’명령을 참조하여라.
sensor-on 복원

예시

# 시스템 상태를 복원하는데
# 이전 저장을
# ‘sensor-on’ 이름으로

성공 반환 코드

<후에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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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설명

모든 저장된 시스템 상태를 저장된 이름으로 나열
list # 모든 저장된 시스템 출력 리스트:

예시

출력 :
저장된 : 리셋 sensor-on

성공 반환 코드

<나열, 저장된 이름 포함>

save<파일이름>
시스템 상태를 파일에 저장하여라. 저장된 상태는 필요할
때 ‘불러오기’ 명령으로 나중에 다시 로드 할 수 있다. 시
설명

스템 상태는 디스크에 기록되므로 모델 나가기/다시 불러
오기 또는 코어 재시작 후에도 유지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다.
save “C:\Users\username\파일이름.xlm”

예시

출력:
530041

현재

시스템

상태는

다음으로

저장됨

C:\Users\username\파일이름.xml
성공 반환 코드

530041

load<파일이름>
설명

파일에서 시스템 상태를 불러온다. 시뮬레이션은 불러 온
시스템 상태에서 계속 될 수 있다.
불러오기 “C:\Users\username\파일이름.xml”

예시

출력:
530041

시스템

상태는

C:\users\username\파일이름.xml
성공 반환 코드

5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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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불러옴

resizerset <[on|off]>
설명

배열 크기 조정의 재설정을 자동으로 켜고 끈다. 기본값은
켬이다. 저장된 시스템 상태를 모두 나열한다.
재설정

예시

끔

성공 반환 코드

299

기본값

# 크기 조정 재설정
# 자동 스위치 끔

path<[디렉터리]>
시스템 경로 (예 : 스크립트 파일 검색 위치 또는 출력 파
설명

일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된 경로로 설정한
다. 경로가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경로가 인쇄된다.
path C:\Sumo\ # 다음 경로로 설정 C:\Sumo

예시

path

# 현재 경로로 회귀

출력:
path: C:\Sumo\

성공 반환 코드

299

mesage<메세지>
설명
예시
성공 반환 코드

모든 인터페이스로의 메시지 전달
message Hello World # 다음 메시지로 보냄 ‘Hello
World’
299

message <[on|off]>
설명

메시지를 인쇄할지 (켬)또는 무시할지(끔)를 제어한다. “묵
음”명령과 “소음”명령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예시

message off # 메시지 기능 사용 안함

성공 반환 코드

290(on)|없음(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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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경로]<파일이름>.scs
설명

지정된 파일 이름으로 EQPS 스크립트 파일을 블러오고
포함된 명령을 실행한다.
focus Sumo_
s

예시

h

o

w # 변수 포커스를 설정

StopTime

# 정지 시간을 표시함

follow Time

# 시뮬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 실행 시간 프린트

e x e c u t e # test.scs 파일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
test.scs
성공 반환 코드

235

loadsv[경로]<파일이름>.tsv[보간방법]
지정된 시간에 설정된 요소를 포함하는 ASCII 파일 (열은
탭으로 구분되어야 함)에서 데이터를 불러 온다. 첫 번째
열은 시간이어야 한다.
설명

시간은 부동 소수점 (떠돌이 소수점) 숫자로 주어지며 일
(day)로 해석된다. 공백이 포함된 파일 이름은 따옴표로
묶어야한다. 보간 유형의 인수는 : 없음, 선형 그리고 3차
이다.
ASCII 파일 test.tsv (시간은 일로, 텝으로 구분)
time Sumo_a Sumo_b Sumo_c
0.01 2 3

예시

5.05 5 5
10.0 10 10 10
loadsv test.tsv

성공 반환 코드

# 변수 불러오기
# test.tsv로 부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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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sv[경로]<출력파일이름>.tsv[[경로]<변수파일이름>.tsv]
모든

변수를

outFilename.tsv에

저장한다.

variablesFilename.tsv이 제공되면 이 파일에 나열된 변수

설명

만 작성한다. 공백이 포함된 파일 이름은 따옴표로 묶어야
한다.

예시

writesv test.tsv “c:\경로\변수이름.tsv”

성공 반환 코드

299

8.2.

변수 관련 명령

set<변수이름>[(arrayDim1, arrayDim2,..)]<값>[arrayvalue2 arrayvalue3...]
변수 값을 할당한다. 다음 변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설명

‘Sumo_StopTime’ : 시뮬레이션 종료를 설정한다.
‘Sumo_DataComm’ : 통신의 시간 간격을 설정한다.
‘Sumo_InitialStep’ : solvers가 취할 초기 계산용 단계 크
기를 설정한다.
set conC 5.4 # 변수 부동소수점 설정

예시

set arrayA(3) 3.2 # 열 요소 설정
set arrayA 1.2 2.0 2.7 3.2 4.3 # 전체 열 설정

성공 반환 코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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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cus[<이름>]
focus 설정을 관리한다. focus(변수 이름 접두어)는 접두
사가 붙은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설명

사용할 수 있다. focus은 focus 문자열에 의해 설정되고
unfocus에 의해 해제된다. 현재 값을 보려면 focus을 사
용하여라.
set

Sumo__a

3.2
follow Sumo__a
focus Sumo__
set a 3.2
예시

follow a
focus

# focus 없음
# focus 없음

# focus 있음
# focus 있음
# focus를 보여줌

출력:
focus: Sumo__
unfocus
성공 반환 코드

# focus 제거

299

[un]show <변수이름>
설명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주어진 변수를 표시한다.
show Sumo_StopTime

예시

unshow

Sumo

StopTime
성공 반환 코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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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o_StopTime 보여주기
# 이를 제거

[un]follow <변수이름>[(arrayDim1,...)][변수이름2[(arrayDim1,...)]...]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주어진 변수를 따른다. 변수를 따르
설명

는 것은 각 데이터 통신 간격에서 제공된 변수 값으로 자
동 업테이트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follow Sumo_StopTime

#

변수

Sumo_StopTime을
# 따름

follow

Sumo_StipTime

Sumo_dT

# Sumo_StopTime과
# Sumo_dT를

예시

# 따름
follow Sumo_Test

# 전체 열을 따름

follow Sumo_Test(0)

# 첫 번째 요소 만
# 따름

unfollow Sumo_StopTime

# 이 변수를
# 더 이상 따르지 말것

성공 반환 코드

220 (따르는 경우) | 221 (안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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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용어설명
용어
독립 변수

대수 상태

평형 상태 (종)
대수 변수

의미
물질 수지의 기초가 되는 기본 변수로 현재의 개념틀(ODE
시스템의 기반)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음
독립 변수와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가지지만, 합쳐진 것인 아
닌, 대수적 조작(즉, 반응조 내에서 계산된 배출물 NH3) 변
수
평형 화학에서 기본 이온 종(즉, NH4+ 또는 NH3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의 분획임)
독립 변수와 화학양론으로부터 계산된 유도 변수. 측정 변수
를 참조 (동일한 의미)
독립 변수와 화학양론으로부터 계산된 유도 변수. 처리장에

측정 변수

서 자주 측정되는 값임. GPS-X 용어 : 복합 변수. BioWin

요소

용어 – 결합 변수
고정 값이 없는 모델 입력값 (기본 값은 있음)
고정 값을 가진 모델 입력값. 오늘의 고정 값은 내일의 요소

상수
입력 변수 값
출력 변수 값
모델 경계
경계 조건

이다.
계산된 값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정된 변수 값
지정된 변수와 달리 계산된 변수 값
모델 주위의 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입/출력은 물질수지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변수가 교차 할 수 없는 물리적 또는 이론적 한계(예 : 세상
에 음의 농도가 없으므로 변수는 0의 양수 측에 한정된다.)
모델이 현실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영역.

모델 설계 공간

ASM1은 공룡 화석의 잔류 유기물 함량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단위 공정 모델

수 없다.
특정 단위 공정을 설명하는 모델
일반적으로 여러 단위 공정으로 구성된 처리장을 설명하는

처리장 모델
슈퍼모델

인터페이스 모델

솔버(Solver)
단계
부류

모델
고려대상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독립 변수 한 세트를 포함한
것 (일반적으로 시스템 전체).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 공정에 대한 독립 변수 한
세트를 포함. 서로 다른 단위 공정 사이에 있어서 상태를 변
환시키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함.
수식적으로 풀 수 없는 식(시스템)에 대한 답을 찾는 수치
알고리즘(ODE의 동적 통합, 최적화, 정상 상태 해답)
일반화된 객체 – 즉 “반응조”.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배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값이 제공된다.
일반화된 개체 – 즉, “반응조” -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기본값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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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계층화된 모델

의미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로 배치 할 수 있는 다른

부속 모델

수직 계층적 요소 층을 포함한 모델
계층화 된 모델의 요소
문헌에서 제시되거나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설정한 전형적인

기본 값

값(제작자 기본 값).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기본값 집합

초기 조건
동력학적 요소

을 가질 수도 있다.
독립 변수의 시작 값
공정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
공정 율에 있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 또는 다른 변수 구

화학양론적 요소
평형 상수
동적 실행(상수)
정상 상태 실행
전문지식 기반 모
델
모델

기반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
평형 수질 화학 모델에서 사용되는 고정 값. 이 값은 일반적
으로 정확도가 높다.
시간에 따른 독립 변수(또는 다른 관련 변수)의 변화 계산을
포함하는 모델 실행
변경되지 않고 실행되는 모델 – 모든 파생물 (시간당 변화량
은)은 0으로 설정(보통 반복적으로)된다
식으로 코딩 된 경험 기반 지식

설계 설계를 위해 회사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전문지식 기

규칙
화학양론적 모델

반 모델
동학적 효과를 무시한 (기계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물질

동적 모델

수지 (즉, 완전 전환을 가정)
동역학적 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물질수지
오차 분포를 포함하는 모델(결정론적 모델의 반대). 입력 변

확률론적 모델

수 분포(Monte Carlo)를 갖는 결정론적 모델의 반복 실행에

기계론적 모델
결정론적 모델

의해 빈번하게 대체 됨
물리적 법칙을 모델에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 – 우리 분야
에서는 완전히 기계적인 것은 없음
각 출력 변수 값에 대한 불연속 값을 계산하는 모델 (각 시
간 단계에서). 확률론적 모델의 반대
수치 해석을 위해 2개의 기본 함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

ODE 모델

1) 적분을 위한 모델 설명 : dC/dt=-k*C, 2) 솔버 : C =

선형대수 모델

f(dC/dt)
직선 계산, 예를 들면 c = a + b
수치해석을 위해 2개의 기본 함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 1)

대수 모델

대수학의 모델 설명 : x = y-1;y=2*x, 2) 솔버 : Jacobians
을 0으로 자른다(y에 대한 x, x에 대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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