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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계속 악화되는 대기

오염문제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에 대해 제재

를 가하는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

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이 발생시킨 배출량

을 정확히 추정하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최근에는 인공위성자료 및 측

정 자료가 주어졌을 때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인 

역모델링 방법이 활발히 개발, 적용되고 있다. 역모

델링은 화학 수송모델링을 이용하여 배출량의 함수

로 모델농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모델농도와 측정 자

료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1].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역모델링 기법을 이

용하여 악취의 종류를 분류하고, 해당 배출원을 분석

하고[2,3], 미세먼지의 농도를 추정하고[4], 매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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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배출량을 산정[5]하는 연구 등이 있다.

앞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은 pseudo inverse와 

non-negative least square(이하 NNLS로 표기)등이

다. pseudo inverse는 측정값과 전달함수가 주어졌

을 때, 간단한 계산에 의해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작은 오차를 포함하는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 산정된 배출량에는 음

수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배출량이 음수가 되는 경

우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음의 배출량이 계산된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한계이다. 이를 보완한 NNLS 역시 

측정값과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배출량을 추정하

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과정

에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pseudo

inverse가 갖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단지, 오차

를 최소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산하기 때문에 비현

실적인 배출량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

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Bayesian Approach(이하 BA로 표기)가 있다.

BA는 주어진 모델농도와 측정 자료의 오차를 최

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이스 정리(Bayes' theo-

rem)에 의하여 표현되는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방

식으로 배출량을 추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유럽지역의 PM10에 대한 자료동화[6], 동아

시아 전역의 황사를 분석한 경우[7]등이 있다.

그러나, BA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할 때, BA

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성능에 큰 영향

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라메타를 경

험치로 고정시켜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주

어진 데이터들의 변화폭이 큰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

다. 주어진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정확하게 배출량을 

추정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감도 분석을 거쳐 해당 

데이터에 적합한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A를 적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PM10 배출량을 추정하되, 정확한 추정을 위

하여 사전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파라메타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다음

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

는 기존의 배출량 추정 방법들에 대해 기술하고, 3장

에서는 BA 파라메타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에 대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2. 이  론
2.1 배출량 추정 모델의 정의

배출량 추정 모델은 목표 오염물질의 관측값과 화

학수송모델링에 의한 전달함수, 배출원의 관계를 표

현한 모델이다. 이것은 결국 각 관측값에 대해 관여

한 배출원별 배출량 X를 추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

고, 식(1)∼식(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관측치   화학수송모델에의한 배출원별기여도

  배출원별배출량

또한, (1)에서 표현된 각각의 요소는 (2)-(4)와 같

이 정의 할 수 있다.

        (2)


 번째관측치   관측지점   관측지점갯수

 











   

   

   

   

(3)

  번관측치에대한번배출원의기여도   관측수

  배출원수

        (4)

  번째배출원의배출량   배출원수

2.2 Pseudo inverse를 이용한 배출량 추정
배출량 추정문제는 식(1)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관측치 에 대해 를 적합시키는 를 추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과정 식(5)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 방법을 pseudo inverse라 한다.

  
    
         
     

(5)

그러나, 이렇게 pseudo inverse를 이용하여 배출

량을 계산하게 되면 음의 배출량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세계에서 음의 배출량은 존재할 수 없으

므로, 계산된 값 중 음수 값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

를 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NLS는 배출량 추정 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보정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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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NLS를 이용한 배출량 추정
NNLS도 관측치 Y에 배출량 X를 근사시키는 방

법이라는 점에서는 pseudo inverse와 동일하나, 중

간 과정에서 음수가 계산될 때 이를 양수로 전환하는 

규칙이 포함된 방법이다[8]. 따라서, NNLS를 이용한 

배출량 추정 방법은 pseudo inverse 방법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음수를 제한하

고, 최소의 오차를 목표로 배출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특정 배출원에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0으로 근사시키

는 등의 비현실적인 배출량이 계산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한계를 갖는다.

2.4 Bayesian approach
BA를 배출량 추정에 사용할 경우 배출량 x와 관

측값 y의 관계를 전달함수 K에 의해 식(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ε는 측정 오차이다[9].

y = Kx + ε (6)

식(6)에 오차 에 해당하는 사전 제약(a priori

constraint)을 갖는 배출량 xa를 적용하고, 베이스 정

리(Bayes' theorem)에 의해 표현된 사후 배출량 x̂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식(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x̂ = xa + (K
TR-1K + B-1)-1 KTR-1(y-Kxa) (7)

식(7)에서 R은 관측 오차 공분산이고, B는 xa에 

대한 배경장 오차 공분산이다. 여기서 관측이란 측정

소에서 실측한 값이고, 배경장이란 수치예보 모델에 

의해 계산된 초기추정을 의미한다. 이 식에 따라 배

출량을 추정할 경우 확률적으로 최적의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 배출량 x̂는 BA의 두 파라메타 

R과 B의 값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두 값의 초기 

설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참 값을 유도할 수 없어 경

험적 설정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감도 분석 과정을 거쳐 가장 적절한 

값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3. 제안한 방법
3.1 배경장 오차 B와 관측오차 R

배출량 추정문제에서 각 배출원들이 발생시키는 

배출량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값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B와 R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B = E{εbεb
T} (if i≠j then Bij = 0, εb = xb - xt) (8)

R = E{ε0ε0
T} (if i≠j then Rij = 0, ε0 = y0 - yt) (9)

식(8)과 식(9)에서 εb는 배경장 모델과 참값 xt의 

차이로서, 배경장 오차를 의미하고, ε0는 관측 값과 

관측 참값 yt의 차이로서 관측오차를 의미하며, i,j는 

행렬의 크기이다.

3.2 민감도 분석에 의한 파라메타 추정
BA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할 때, 주요 파라메

타인 배경장 오차 B와 관측오차 R을 어떻게 결정하

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서는 관측치 y와 사전 배출량 xa의 변화와 무관하게 

경험치에 의해 B와 R을 고정시켜 배출량을 추정하

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데이터간의 변화폭이 크

다면, 정확한 배출량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여 해당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B와 R값

을 탐색하였다.

R은 관측 오차이므로 관측치 y의 0%에서 20%까

지의 범위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B는 배경

장 오차이므로 사전 배출량 xa의 0%에서 200%까지

의 범위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R과 B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값을 

변화시키며 두 가지 기준에 만족하는  값으로 결정하

였다.

두 가지 기준은 모델 오차와 추정된 사후 배출량

의 정확도이다. 모델 오차는 관측값 y와 전달함수 K

에 의한 사후 배출량 x̂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배출

량의 정확도는 사전 배출량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

출량의 크기라 가정하고, 사전 배출량과 추정된 사후 

배출량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배경장 오차 B는 사전 배출량의 

60%이하로 결정할 경우 모델 오차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배경장 오차는 적어도 사전 배출량의 60%를 

초과해야 하고, 이 이상의 안정적인 구간에서 결정되

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 오차 R은 0%에 가까울수록 작은 오차 값을 

가졌다. 그러나, 관측 오차가 0%라는 것은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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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 배출량과의 비교 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배출량을 추정해내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관측 오차 R은 관측치의 10% 이상으

로 결정하는 것이 모델 오차와 사후 배출량의 정확성 

측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

과들은 이어지는 4장에서 기술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동아시아 16개 권역의 초

기 배출량과 25개 측정소의 관측치, 화학수송모델에 

의해 결정된 전달함수이고, 대상 대기 오염 물질은 

PM10이다. 데이터의 관측 기간은 2008년 1월과 8월

이다.

권역은 아시아 7개 지역, 국내 8개 지역, 이외 기타 

1개 지역으로 총 1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소

는 아시아 17개 측정소, 국내는 서울, 경기북부, 경기

남부, 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각 8개 지역으

로 총 25개의 측정소의 도시 대기망 측정망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각 16개의 권역과 25개의 측정소에 대하

여 Fig. 1에 나타내었다.

4.2 방법별 배출량 추정 결과
Pseudo inverse, NNLS, BA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를 Table 1과 Fig. 2∼Fig. 7에 나타내었

다. Table 1에는 2008년 1월(case 1)과 2008년 8월

(case2) 데이터를 각 방법들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추

정한 결과 발생된 오차를 기술하였다. 오차는 식(10)

에 의해 산출되었다. 식(10)에서 y는 관측치이고, K

는 전달함수이며, x는 사후 배출량이다.

Fig. 1. Area division and measurement network location.

(a) case 1 (b) case 2

Fig. 2. Posteriori emissions by pseudo i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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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 


N


i

N

yi Kxi 


(10)

Table 1에서 Priori는 사전 배출량을 나타내고,

Pseudo는 pseudo inverse를 의미하고, 나머지 두 가

지 방식은 각각 NNLS와 BA이다. Priori는 주어진 

사전 배출량으로 가장 오차가 크므로 역모델링 방식

에 의해 정확한 배출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pseu-

do inverse는 가장 오차가 작지만, 음의 배출량을 산

출한다. 이것은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에서 x축은 16개의 권역을 나타내고, y축은 각 배

출원이 생성시킨 배출량을 의미한다. 범례에서 pri-

ori emissions는 사전 배출량을 의미하고, posteriori

emissions는 pseudo inverse에 의해 추정된 사후 배

출량을 의미한다. Fig. 4와 Fig. 6도 마찬가지로 기술

하였다.

Fig. 2에서 원으로 표시된 것은 음의 배출량이 산

정된 지점이다. Fig. 3은 주어진 관측치와 pseudo in-

verse에 의해 계산된 관측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x축은 25개의 측정소를 나타내고, y축은 관측

치를 의미한다. 범례에서 observations는 주어진 관

측치를 나타내고, posteriori emissions는 pseudo in-

verse에 의해 계산된 관측치이다. Fig. 5와 Fig. 7도 

모두 마찬가지로 기술하였다.

Fig. 4와 Fig. 5에는 NNLS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

였다. NNLS는 음의 배출량이 산출되는 문제를 해결

했으나, 비현실적인 배출량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Table 1. RMSE by method 
Priori Pseudo NNLS BA

case1 252.05 103.89 104.45 130.72

case2 154.19 66.35 71.08 94.73

(a) case 1 (b) case 2

Fig. 3. Observation and Observation by pseudo inverse.

(a) case 1 (b) case 2

Fig. 4. Posteriori emissions by NN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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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원으로 표시된 지점은 이러한 문제를 나

타낸다. 사전 배출량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출량으

로 생각할 수 있는데, NNLS로 배출량을 추정한 경

우,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

는 경우가 있었다.

Fig. 6과 Fig. 7에는 BA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였

다. BA에 의한 배출량 추정 시 pseudo inverse와 

NNLS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범위의 배출량을 작은 오차로 추정할 수 있다. 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BA의 파라메타를 적절

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6과 7에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얻어진 파라메타 값을 적용하였다. 적용

된 파라메타 값은 배경장 오차 B 100%, 측정오차 R

10%이다.

4.3 민감도 분석 결과
Fig. 8에는 BA의 두 파라메타에 대해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8에서 x축은 측정 

오차 공분산 R이고, y축은 배경장 오차 공분산 B이

며, Z축은 식(10)의 방법으로 계산한 오차를 나타내

었다. B는 사전 배출량의 1%∼200%, R은 관측치의 

0%∼20%까지 변화시키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적절한 B와 R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한 가지는 작은 

오차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Fig. 8에 각 케이스별

로 가장 작은 오차를 갖는 부분을 화살표로 표기하였

다. case 1에서는 B가 200%, R이 0%일 경우, case

2에서는 B가 80%, R이 0%일 경우 가장 오차가 작았

다. 하지만, 단지 최소의 오차를 기준으로 파라메타 

값을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배출량을 추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를 Fig. 9에 나타내었다.

(a) case 1 (b) case 2

Fig. 5. Observation and Observation by NNLS.

(a) case 1 (b) case 2

Fig. 6. Posteriori emissions by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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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최소의 오차를 가지는 값으로 B와 R을 

결정하여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여기

서 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전 배출량보다 

많게는 5배 이상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이다. 따라서, 단지 최소의 오차만을 기준으로 파라

메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배출량의 정확도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값을 변

화시켜 가며, 오차와 배출량의 정확도를 함께 고려했

을 때, B는 100%, R은 10% 전후의 값을 가질 때 안정

된 구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간을 Fig. 8에 타원으

로 표기하였다.

만일 B를 60%이하로 결정할 경우 오차가 급작스

럽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어도 B값은 사전 

배출량의 60%를 넘어야 하며, 100% 전후부터는 안

정적인 구간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의 경우

는 값의 변화에 큰 영향 없이 비슷한 오차 값을 가지

다가, 5%이하부터 오차가 감소하며 0에 가까울 때 

최소의 오차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ig.

9에서 보였듯이 측정 오차 R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것은 배출량 추정에 문제가 있고, 비현실적이

다. 따라서, R값도 안정된 구간을 형성하는 10%내외

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감도 분석 결과, B와 R의 변화에 따른 모델오차

가 큰 변화가 없는 평원(flat area)이 있고, 이 영역에

서 모델오차는 안정적인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최

적의 B와 R은 이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의 

모델 오차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출량 사이에서 결

정한 값은 B는 100%, R은 10%로 이 값을 적용한 

결과는 앞선 Fig. 6에서 보였다. 오차와 배출량의 정

확도를 기준으로 파라메타를 결정한 결과인 Fig. 6과 

단지 최소의 오차를 갖는 값으로 파라메타를 결정한 

(a) case 1 (b) case 2

Fig. 7. Observation and Observation by BA. 

(a) case 1 (b) case 2

Fig. 8. Sensitivity analysis with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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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 Fig. 9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Fig. 9에서 원으로 표시한 case1의 5권역, 16권역,

case2의 1권역과 16권역은 배출량을 잘못 추정한 경

우이다. Fig. 6의 같은 위치를 보면 문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역모델링의 주요 파라메타인 배경장 오차 B와 측정 

오차 R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 오차와 추정된 배출량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B는 100%, R은 10%가 

가장 적절한 값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파라

메타로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기존의 pseudo in-

verse, NNLS와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여 BA의 파라

메타를 결정한 경우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과제로는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더 체계화된 최적화(Optimization) 기법 등을 도입하

여 분석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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