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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adaptability of cyber-physical system (CPS) for risk management of CO2 storage site is

examined and the subagging regression (SBR) method is proposed as a key component of the cyber-twin to

estimate the risk due to potential CO2 leakage. For these purposes, CO2 concentration data monitored from a

controlled CO2 release field experiment is employed to validate the potentialities of the SBR method. From the

validation study, it is found that the SBR method has robust estimation capability by showing minimal influence

from anomalous measurements, and makes stable and sound predictions for the forthcoming CO2 concentration

trend. In addition, the method is found to be well suited as a tool of operational risk assessment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data due to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SBR method has potential

to be an important component comprising the cyber twin of CPS for risk management of CO2 stor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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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관리를 위한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의 적용성을 검

토하였다. 특히, 이산화탄소 누출 예측을 위한 가상트윈으로써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실제 모니터링 자

료를 이용하여 해당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자료 내 이상치에 대하여 견고한

추세 예측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장기 농도변화 예측성능 또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은 연산자원을 활용하여

즉시적인 예측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누출 실시간 예측 및 위험 경보에도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을 가상트윈으로 활용하는 CPS가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활

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가상물리시스템, 이산화탄소지중저장, 이산화탄소 누출 위해성 관리, 사이버트윈, 서배깅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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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산화탄소 누출 위해성 평가 기술은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 가능성 및 누출 시 주변 환경에 미

치게 되는 위해성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저장성 확보 및 저장사업 관련

대중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주입 및 관리 기간 중 저장된 이산화탄

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된 MMV

(Monitoring,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기술에

대한 점검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신규기술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Metz et al., 2005).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인위누출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예. ZERT(미국, Strazisar et al.,

2009; Zheng et al., 2012), ASGARD(영국, Smith

et al., 2013), Ginninderra(호주, Feitz et al., 2014),

Otway(호주, Boreham, 2011), EIT(한국, Lee et al.,

2016) 등), 이를 통하여 독자적 MMV기술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누출지시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근거

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누출 가능성에 따른 위해

성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

지를 보다 지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4차 산

업 관련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모

든 산업 분야에 걸쳐 자동화 뿐 만 아니라 객체 간

상호 정보교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현재의 추세를

일컬으며, 이는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업 분

야 뿐 만 아니라 통신 및 자동화에 의해 자기조직화

및 지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체계화 및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NIST, 2012; Eun

et al., 2013). 

4차 산업 관련 기술 중에서도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은 물리세계(physical world)의

모니터링기기와 제어기기를 자료연산을 담당하는 가상

세계(cyber world)와 양방향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네

트워크로 연결한 후, 물리세계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실시간 자율제어 시스템이다

(NIST, 2012; Mei and Chen, 2012; Gelenbe and

Wu, 2013; Tang et al., 2013; Wang et al., 2015;

Chen et al., 2015). 가상물리시스템의 물리세계 영역

에서는 다수의 모니터링 센서로부터 물리세계의 상태

정보를 습득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연산프로

그램을 통해 습득 정보를 가공, 분석 및 예측한 후(가

상세계 영역), 그 결과로 생성된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물리세계를 제어한다. 제어를 통해 물

리세계의 상태가 변화하면 이를 다시 모니터링하여 정

보를 재수집하고 앞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물리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분석, 예측 및 제어가 가

능하다. CPS는 현재 스마트 빌딩, 스마트 교통, 스마

트 전력, 스마트 헬스케어, 및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Fig. 1. Concept of cyber physical system application in risk management of CO2 storage site. 



이산화탄소 저장부지 위해성 관리를 위한 가상물리시스템 적용성 평가 365

분야에 적용된 바 있으며(NIST, 2012), 지질학 분야에

서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미국 캘리

포니아 주의 ShakeAlert, 유럽연합의 OSIRIS, 등)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다(Burkett et al., 2014; Reusen et

al., 2008). 

이와 같은 CPS의 특징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은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의 안정성을 감시 및 제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

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에서 이산화탄소의 저장상태 정

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물리세계 영역), 집약된 자

료의 분석·예측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예. 이산화탄소

누출의 위험)을 사전 인지하여 부지 관리에 필요한 정

보를 도출하고(가상세계 영역), 즉시적인 부지 제어(예.

주입기간 중 주입압 감소)와 정책 결정자에게 신뢰성

있는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Fig. 1). 

보다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누출을 조기 감지하고 선

제적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CPS의 핵심기술은

양질의 모니터링 자료 획득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에기반하여 분석·예측을 담당하는 CPS 내 가상트

윈(Cyber Twin)의 예측성능 및 연산효율성에 있다. 가

상트윈은 실제 물리세계에서 관측된 방대한 자료를 이

용하여 물리세계의 현상들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연산모델을 의미하며, CPS의 성능

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인위누출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누출 농도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누출 위해성을 예측하는 가

상트윈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평가를 실시

하였다:

1) 가상트윈 모델의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 사전경보

성능 및 예측 정확성,

2) 가상트윈 모델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관리

를 위한 연산 효율성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구상된 가상트

윈 및 CPS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운영관리 시스

템으로써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방법론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방법은 크게

물리 및 자료기반 기법으로 나뉠 수 있다. 물리기반

위해성 평가 기법은 부지 특성화와 가상 주입 및 누출

시나리오 기반의 수치해석을 통해 누출 가능성 및 위

해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Nordbotten et al., 2005;

Lewicki et al., 2007; Oldenburg et al., 2010; Han

et al., 2014). 해당 기법은 지중 내 이산화탄소 거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 시, 이산화탄소 저장 부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필요 할 뿐 만 아니라 추가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모델 업데이트가 어려우며 연산 시 많

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자료에 대한 예측 결과 도출에는 비효율적이다. 또한

사전 인지되지 못한 누출경로로부터 발생하는 누출을

예측하는데 어려우며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압력

부하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누출경로로 부터

의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자료 기

반 기법은 평가 대상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미래의 패턴 예측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나 모니터링 된 자료의 변화 패

턴에만 입각하여 누출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시

간으로 입력되는 자료에 대한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위해성 평가과정에서 예측 결과의 불

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Monte Carlo) 기법에 근거한 반복 예측이 이용되는데

자료기반 기법의 연산효율성은 몬테카를로 예측 측면

에서 상당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기반 위해성 평가 기법을 가상트

윈 모델로 이용하였으며 이 때, 기 관측된 자료들의

추세패턴을 학습하여 현재 및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추세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는 예상되는 누출의 발생 확률과 누출 강

도의 복합적 고려(risk=probability×impact)를 통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세예측 뿐 만 아니라 예상

되는 누출 농도의 발생 확률 또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세 예측 성능이 우

수하고 예측 추세의 불확실성까지 고려가 가능한 서배

깅 회귀분석(SuBagging Regression, SBR) 기법을 이

용하였다(Jeong et al., 2017a).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이산화탄소 누출 모니터링 자료에 서배깅 회귀분

석 기법을 적용하여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세 및 누출 농도 한계 수치 도달 시점까지의 시간을

예측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1. 서배깅 회귀 분석 (SuBagging Regression

method, SBR method)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추세분석 기법

인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의 예측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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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앙상블 기법(ensemble method)의 일종인

subagging(subsample aggregat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총 N개의 시계열 모니터링 자료 D = [(t1, y1), ..., (tn, yn),

..., (tN, yN)]가 존재 한다 가정하였을 때, 해당 기법은

총 N개의 전체 자료 중 Nr개의 서브자료를 대체

(replacement)없이 M번 리샘플링(resampling)하여 서브

자료 세트를 구성한 후, 이에 단일 회귀분석 실시 및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추세를 예측한다. 여기서, t
n

은 시간을 의미하는 독립변수이며 yn은 tn시간에 관측된

종속변수를 의미하고, 항상 Nr< N을 만족한다. 총 M개

의 단일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Kolmogorov-

Smirnov 적합도 검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단일

회귀분석 결과와 이용된 서브자료 간의 잔차(residual)

가 정규분포(Gaussian distribution)을 보이면 해당 예

측 추세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 후, 선택된

예측추세들의 평균(mean) 또는 중간값(median)을 이용

하여 최종 추세를 예측하였다. 리샘플링 된 서브자료

세트의 개수(M )가 증가할수록 예측 결과의 통계적 안

정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이는데(Jeong et al., 2017a),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안정성을 위해 1000개

이상의 서브자료 세트를 발생시킨 후 회귀분석에 적용

하였다. 

해당 기법은 비정규 분포특성 관측 자료에 대한 추

세예측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자료의 이상치

(outlier)에 민감하지 않아 비교적 정상자료에 대한 정

확한 추세선을 예측할 수 있어 측정 기기의 오류에 의

한 이상치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Jeong et al., 2017a). 또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함

으로써 예측된 추세결과에 대한 확률론적 불확실성 평

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위해성은 발생되는 누출의

강도 및 누출의 발생 확률을 조합함으로써 평가되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3. 모델의 적용 

3.1. 적용 자료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이산화탄소 누출을 효과적

으로 예측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인위누

출시험을 통해 획득한 이산화탄소 농도 시계열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용된 자료는 K-COSEM(Korea CO2

Storage Environmental Management) 연구단에서 운

영 중인 EIT(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Test

facility) 부지에서 획득하였다(Lee et al., 2016). EIT

부지는 이산화탄소 누출 감지에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

술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누출이 부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운영 부지

의 전경 및 이산화탄소 인위누출시험을 위해 구축된

설계도는 Fig. 2(a) 및 (b)와 같다. 

이산화탄소 인위누출시험은 2016년 6월 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략 총 1700 kg의

이산화탄소가 6 L/min의 속도로 시험기간 동안 주입되

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총 50개의 지점(Fig. 2(c)의

노란색 위치)에서 1일 총 5회(00:00, 08:00, 12:00,

16:00, 그리고 20:00시), 지하 15 cm 및 60 cm 심도

에서 모니터링 되었다. 본 연구는 서배깅 회귀분석 기

법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전 예측을 위한 가상트윈 모

델로써의 적용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60 cm

심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양상과 15 cm 심도

에서 변화양상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15 cm 심도에서

측정된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Fig. 2(d)는 EIT 부지 내

최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20% 이상인 관측지점

에서의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패턴들을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총 2회의 베이스라

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0일 시점부터 이산화탄소 인위

누출이 시작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위 누

출 이 후, 모든 관측지점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조

증가하는 S자형 커브를 보이며, 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양 매질의 공간적 불균질성에 의해 측정 위치마다

농도 증가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관측 기기

의 측정 오류에 의한 이상치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관측되었다. Fig. 2(d)에서 원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이

상치로 의심되는 자료의 예시를 보여준다. 

3.2. 자료 모델링

일반적으로 자료기반 모델의 성능은 관측된 자료의

생성 프로세스 또는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모방할 수

있는 특성함수(feature function)의 자료 표현 능력에

좌우 된다. 따라서 자료기반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

해 반드시 관측 자료에 적합한 특정함수를 사전 도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자료 모델링(data

modeling)이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이산화탄

소 농도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 모델로 1차

원 용질거동 해석학적 해인 Ogata-Banks 솔루션

(Ogata and Banks, 1961)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거

동의 물리적 프로세스를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고자 하

였다.

Ogata-Banks 솔루션은 대수층 내 1차원(x) 용질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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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location and the aerial photograph of the study area, (b) a schematic cross-sectional view of the installed

horizontal well along the A-A’ line, (c) the locations of the monitoring points and their identification numbers where the

identification numbers given in brackets indicate the locations at 60 cm depth, and (d) the examples of the acquired CO2

concentration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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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미분 방정식인 에 C(x, 0) = Cmin의

초기조건과 C(0, t ) = Cmax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도출

한 해석학적 해 이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최종적인

Ogata-Banks 모델은 아래 식 (1)과 같다. 

(1)

여기서 C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Cmin 및 Cmax는

각 각 백그라운드 및 최대 이산화탄소 농도를 의미하

고, D는 이산화탄소의 대수층 내 분산지수[L2T-1],

v는 지하매질 내 유체의 유속[LT-1], 그리고 t [T]는 시

간을 의미한다.

비록 logistic 또는 hyperbolastic 함수와 같이 S자

커브 형태의 다른 함수들이 존재하지만, Ogata-Banks

모델에 이용되는 파라미터가 대수층 내 유체 거동과

관련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최

적화를 위한 초기값 및 범위 설정이 다른 모델에 비해

수월하고 최종 결과물의 자료 모사능 또한 우수하다

(Jeong et al., 2017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gata-

Banks 모델을 이산화탄소 농도 추세를 예측하기위한

자료 모델로 이용하였다. 모델의 실 자료 피팅에는 비

선형 제한 지역 최적화(non-linear constrained local

optimization) 방법인 interior point 기법(Byrd et al.,

1999; Potra and Wright, 2000)이 활용되었다.

4. 결 과 

EIT 부지 내 관측자료 중, 이산화탄소 최대 농도가

20% 이상으로 증가하는 관측지점에서의 자료만 서배

깅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총 14개 지점에서의 관측 자

료가 이용되었으며, 획득한 자료에 대하여 결측에 의

한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관측

자료 추가에 따른 결과 변화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학

습 자료의 개수를 단계적(초기 자료부터 10개, 15개,

20개, 25개, 및 30개)으로 증가시키며 서배깅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총 3000개의 단일 추세선(M = 3000)을

이용하여 최종 추세선을 예측하였으며 매 회, 단일 추

세선을 계산하기 위해 3개의 리샘플링 자료를 이용하

였다(Nr = 3). 

Fig. 3 및 Fig. 4는 각각 35번 및 49번 관측지점

dC

dt
------- D

∂2

C

∂x
2

-------- v
∂C

∂x
-------–=

COB

*

t; Cmax, Cmin, v, D, x0( )
C t; x0, v, D( ) Cmin–

Cmax Cmin–
-------------------------------------------≈

1

2
---er fc

x0 vt–

2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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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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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edicted CO2 concentrations for the observed

data (black stars) at location number of 35 based on

SuBagging Regression (SBR) method using (a) 10, (b) 15,

(c) 20, (d) 25, and (e) 30 training data (magenta pentagrams).

In the figure, blue- and red-line with cross symbols indicate

the mean and median trend of 3000 single predictions

(gray-lines), respectively, and yellow and pink parcels indicate

[0.1, 0.9] and [0.25, 0.75] quantile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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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에서 각각

10개, 15개, 20개, 25개 및 30개의 초기 자료(마젠타색

별)를 이용하여 서배깅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검은색 기호는 실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나타내며, 빨간색 및 파란색 선은 각각 총 3000개의

단일 추세선(회색 실선)들의 중간값 및 평균값을 이용

하여 획득한 최종 추세선을 나타낸다. 분홍색 및 노란

색 범위는 총 3000개의 단일 추세선들이 형성한 확률

분포에서 각각 50% 및 8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서배깅 회귀분석

결과에서 50% 신뢰구간이 실제 관측자료를 잘 포함하

도록 예측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단일 추세선들

의 평균값 및 중간값에 대한 추세선 또한 대부분의 결

과에서 실제 자료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35번 지점에 대한 결과 중 초기

25개의 자료를 이용한 예측 결과의 경우, 이산화탄소

누출 후 대략 4일에서 5일 후 시점에 이상치로 판단되

는 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값 및 중간값에

대한 추세선 모두 실제 관측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

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기기

작동 또는 측정 오류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이상치

로부터 근거하는 오경보(false alarm) 발생 확률을 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법이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 예측 모델로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추세선들의 평균값 및 중간값을 이용하여 예측

된 최종 추세값(µmean 및 µmedian)과 실제 관측자료(y)

간의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 (2) 및 식 (3)을

이용하여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각 추세예측 결과에 대하여 획득하였다.

(2)

(3)

위 식들에서 Ntrn은 서배깅 회귀분석에 이용된 학습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Table 1은 모든 관측지점 및

학습자료 개수에 대하여 획득한 RMSE 값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테스트 결과에서 낮은

RMSE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배깅 회

귀분석 기법이 이산화탄소 누출 추세를 예측하는데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배깅 회귀분석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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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redicted CO2 concentrations for the observed

data (black stars) at location number of 49 based on

SuBagging Regression (SBR) method using (a) 10, (b) 15,

(c) 20, (d) 25, and (e) 30 training data (magenta pentagrams).

In the figure, blue- and red-line with cross symbols indicate

the mean and median trend of 3000 single predictions

(gray-lines), respectively, and yellow and pink parcels indicate

[0.1, 0.9] and [0.25, 0.75] quantile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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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시간 관측 자료가 10개에서 30개로 차례로 증

가 할수록 평균값 및 중간값에 대한 평균 RMSE 결

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통해 추세선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의 불확

실성에 관한 신뢰구간 또한 점차 좁아지는 양상을 보

이며 누출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 추세선들의 평균값 및 중간값에 대한 두 추세선

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값에 대한 추세선

이 중간값을 이용한 추세선보다 대부분의 결과에서 낮

은 RMSE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관측 자료가

많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추세선을 기준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실제 부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

할 때, 관측기기장비 및 자료 획득자에 의한 잡음이

관측자료 내 포함되며, 이는 예측결과의 신뢰도를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예측 결과 도출

시, 예측추세 뿐 만 아니라 예측 추세에 대한 불확실

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배깅 회귀분석은

추세예측결과에 대해 산정된 신뢰구간을 통해서 관측

자료가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예측에의 불확실성

또한 평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Fig. 3 및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35번 지점 결과가

45번에 비해 비교적 넓은 예측 신뢰구간을 가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35번 관측 지점에서의 관측

자료가 45번 지점에 비해 자료 내 잡음을 다소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배깅

회귀분석기법이 자료 내 잡음에 의한 불확실성이 고려

된 확률론적 추세 예측 결과를 제공함에 따라 보다 높

은 신뢰도의 예측 결과물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able 1. Comparisons of prediction results of ensemble mean and median with root mean squared error

Monitoring

location

The number of training data
Mean Std.

10 15 20 25 30

Mean

trend

25 0.0850 0.0930 0.0856 0.0491 0.0587 0.0743 0.0192 

27 0.0423 0.0750 0.0698 0.0840 0.0685 0.0679 0.0155 

29 0.0485 0.0993 0.1076 0.1097 0.0836 0.0897 0.0252 

33 0.1061 0.1183 0.1312 0.0632 0.0266 0.0891 0.0433 

35 0.0946 0.0868 0.0494 0.0399 0.0504 0.0642 0.0247 

37 0.0575 0.0602 0.0698 0.0764 0.0792 0.0686 0.0096 

39 0.0952 0.1248 0.1312 0.1255 0.0915 0.1136 0.0188 

43 0.1095 0.1194 0.1310 0.1307 0.0785 0.1138 0.0216 

45 0.1900 0.0829 0.0571 0.0627 0.0734 0.0932 0.0550 

46 0.1556 0.1366 0.1081 0.1070 0.0916 0.1198 0.0258 

47 0.1389 0.0518 0.0471 0.0452 0.0478 0.0662 0.0407 

49 0.0715 0.0604 0.0672 0.0759 0.0943 0.0739 0.0128 

77 0.1450 0.0982 0.0801 0.0731 0.0828 0.0958 0.0290 

79 0.0656 0.0512 0.0780 0.1070 0.1298 0.0863 0.0318 

Mean 0.1004 0.0898 0.0867 0.0821 0.0755 0.0869 0.0266 

Median

trend

25 0.0868 0.0940 0.1036 0.1108 0.0844 0.0959 0.0112 

27 0.1526 0.0792 0.0591 0.0531 0.0357 0.0759 0.0456 

29 0.1287 0.1175 0.1750 0.1407 0.0585 0.1241 0.0425 

33 0.1106 0.1196 0.1330 0.1498 0.1579 0.1342 0.0198 

35 0.1783 0.1428 0.1052 0.0531 0.0801 0.1119 0.0497 

37 0.0992 0.1040 0.0994 0.0682 0.0893 0.0920 0.0143 

39 0.0753 0.0838 0.0937 0.0607 0.0398 0.0706 0.0211 

43 0.1138 0.1213 0.1325 0.1479 0.1733 0.1377 0.0236 

45 0.2116 0.2156 0.1268 0.0787 0.0846 0.1435 0.0667 

46 0.2547 0.1561 0.0915 0.0398 0.0434 0.1171 0.0901 

47 0.0771 0.0340 0.0604 0.0470 0.0423 0.0522 0.0169 

49 0.0990 0.1140 0.1053 0.0968 0.0970 0.1024 0.0073 

77 0.2378 0.1488 0.1151 0.0638 0.0555 0.1242 0.0741 

79 0.2084 0.1148 0.1036 0.0809 0.0701 0.1156 0.0548 

Mean 0.1453 0.1175 0.1074 0.0851 0.0794 0.1070 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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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량이 위험 상한수치에 도달할 것인

지에 대한 가능성과 정확한 수치값을 예측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상한수치 도달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

하는 것 또한 누출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 부피율이 20%를 증가 하는 경우를 누

출 위험 상한수치라 가정한 후,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

의 누출 위험 사전 경보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

해, 서배깅 회귀분석에 이용되는 학습 자료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테스트를 실시한 후, 단일 추세선들의 80%

신뢰구간이 최초로 20% 위험 수치에 도달하는 시점을

산정하였다. Fig. 5(a)는 35번 관측지점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35번 지점의 경우, 누출이 시작된 후 대략

6일에서 7일 기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누출 위험수

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배깅 회귀분석은 위

험수치 도달 대략 6일 전인 1일 시점에 4일 시점부터

20% 농도에 도달할 가능성(노란색 신뢰구간)이 존재함을

예측하고 있다. 49번 관측지점은 5일 시점 (Fig. 5(b))

부터 위험수치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해

서배깅 회귀분석 결과는 위험수치 도달 대략 3일 전인

2일 시점부터 누출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노란

색 신뢰구간). 이를 통해,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이

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보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 부지 운영 중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부지 운영에 대한 사전 조취 및 제어를 결정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이

산화탄소 누출 예측 모델의 연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물 도출에 까지 걸리는 연산시간을 측정하였

다. 앞선 분석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서배깅 회귀분

석 알고리듬 이행을 위해 CPU 및 메모리 사양이 각각

Intel(R) Xeon(R) CPU E5-2697 v2 @ 2.70 GHz,

12 cores 및 64 GB 1866 MHz DDR3인 2세대 Mac

Pro 워크스테이션이 이용되었다. 최대 30개의 학습 자

료를 이용하고 총 3000개의 단일 추세선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예측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소비되는 연산시간

은 평균 93초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시간 자료에

대한 빠른 연산 효율성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부지와

같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위험성을 빠르게 분석 및 평

가하고 부지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관리 시스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Assessments of CO2 leakage early warning capability based on the data acquired from the location number of (a) 35

and (b) 49. In the figure, black stars and magenta pentagrams indicate the observed CO2 concentration data and the training

data of SuBagging Regression (SBR) method, respectively. the Blue- and red-line with cross symbols indicate the mean and

median trend of 3000 single predictions (gray-lines), respectively, and yellow and pink parcels indicate [0.1, 0.9] and [0.25,

0.75] quantile interva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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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의 누출 위해성 관리를 위

한 CPS 적용 시, CPS 내 가상트윈 모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에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시간 관

측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력과 발생할 문제를 사

전에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예측능이 있다. 앞선

분석 결과들은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실시간 관측

자료를 효율적으로 예측 알고리듬에 적용하여 즉시적

으로 결과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자료 내 잡음이 존

재하는 경우에도 누출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결과

를 제시하며, 최대 위험수치에 도달하기 전 누출 위험

성을 조기 경보할 수 있음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서배깅 회귀분석기법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지 위해성 관리를 위한 가상시스템 내 가상트

윈 모델로써의 활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핵심기술 중 이산화탄소 지

중저장 부지관리에 적용이 기대되는 가상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CPS)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 CPS의 핵심요소인

이산화탄소 누출 예측을 위한 가상트윈을 제안하고, 가

상트윈에 의한 누출 예측의 정확성, 사전경보 가능성, 및

연산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트윈의

연산효율 및 장기 예측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인위누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된 서배깅 회귀

분석 기법이 가상트윈 모델로써 유효한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1) 모니터링 자료 내 이상치로 추정되는 일부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배깅 회귀분석 예측 결

과가 실제 농도변화 경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함을 확인

하였으며; 2) 초기 일부 이산화탄소 농도에 기초한 미래

농도변화 예측을 통하여 장기적 누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3) 마지

막으로,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적은 연산자원을 활용

함으로써 실시간 예측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관리를 위한 CPS의 적용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상트윈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적 특징에는 배경치 대비 변화에 기초한 누출

판정 가능성, 모니터링과 가상트윈 연산의 동시성, 및

예측의 신뢰성 확보가 있다. 위 언급된 서배깅 회귀분

석 기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해당 기법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위험 관리를 위한 CPS의 가상트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큼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안된 서배깅 회귀분석 기법이 가상트윈으로

써 활용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에 기초하여 누

출을 조기에 판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상치를 감지 및

배제하여 누출 위험에 대한 오경보율(false alarm)을

저감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이산화탄소 인위누출 시험지인 ZERT, ASGARD,

Ginninderra, 및 Otway(Strazisar et al., 2009; Zheng

et al., 2012; Smith et al., 2013; Feitz et al., 2014;

Boreham, 2011)에서 모니터링 된 농도변화가 EIT 부

지에서의 농도 변화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 Ogata-Banks 솔루션이 지

하 내 누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 양상을 물리적으

로 해석가능한 대표적 자료모델로 활용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는 서배깅

회귀분석기법은 새로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에 추

가적 테스트나 검증 없이 누출 위험 관리를 위한 CPS

내 가상트윈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PS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해당 시스템의 신뢰

성(trustworthiness)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선결사항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의 누출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모니터링 자

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전처리 기술 또한 CPS의 전반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상세계의 물리

세계 재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과 단순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의

형태를 벗어나 물리세계와 가상세계의 유연한 양방향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부지관리 시스템의 오작동율을 낮추기

위한 다중화 관리(redundancy management) 기술 개

발과 시스템 보안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

나, CPS의 효율성 때문에 이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지 운영을 위한 CPS 적용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이 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소 운영, 지하수

자원 관리 등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

로 지능적 관리 및 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지질학적 분

야에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다양한 지중 환경 관리 시

스템을 자동화 및 지능화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는 예

비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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