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오염원 평가를 위한 수용방법론의 검토

입자상 오염물질의 오염원 파악과 기여도의 파악에 주로 이용되었던 수용방법론

을 악취 유발물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수용방법론의 검토와 확립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단 악취성 VOC/VIC의 오염원 파악에 적용될 수 있는 수용

방법론으로서 인자분석,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등의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자분석의 경우는 오염원의 기여도를 정량

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로 오염원 분류표의 부재시 오염원

의 추정에 이용되는 통계 기법으로서,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

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자분석 수행시 여러 문제점들이 유발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인자분석보다 더 향상된 수학적 알고리즘을 가진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모델이 개발되었다. PMF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오

차 평가 (error estimate)에 기초하여 오염원 분류 작업시 인자분석에 비하여 정확

한 자료를 제공한다. 즉, 악취연구에 적용 가능한 수용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로서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오염원 분류표의 부재시에 PMF 모델을 이용하여 악취성

VOC/VIC의 오염원을 정석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PMF 모델을 이용하

여 통계적으로 오염원 분류표를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악취성 VOC/VIC의 오염원 기여도 추정에 적용될 수 있는 수용방법론으로

서는 CMB 모델, 목표변환인자분석법 등이 있다. CMB 모델의 경우는 오염원의 기

여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CMB 모델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각 오염원에 대한 오염원 분류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오염원 분류표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세부과제에서는 연구기간동안에 악취를 유

발하는 각 업종별로 오염원 측정 (source sampling)을 수행하여 각 업종별 고유의

오염원 분류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각 업종별 오염원 분류표가 작성이 되면 수용체

위치에서 채취된 악취물질 자료와 같이 CMB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오염원

기여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수용방법론 중 악취연구에 적용 가능한 방

법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1)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수용방법론 중의 하나인 인자분석은 대기분야에서 오염원의 추정, 입자 중 화학

성분의 존재형태의 파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자분석은 공분

산 행렬에서만 유래하여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음수의 인자부하량 출현, 인자의 회



전시에 발생하는 모호성 (물리적으로 완벽한 인자 해석의 불가능) 등의 단점을 내

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인자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자분석보다

향상된 수학적 기법인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PMF는 측정 자료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인자부하량이 항상 양의 값으로 계산

되게 하는 인자분석의 한 종류이다. 인자분석과 PMF 분석의 주된 차이점으로

PMF의 경우는 인자부하량이 항상 양의 값으로 계산되며, 상관행렬의 정보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자료의 최소 자승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least-squares

minimization) 알고리즘 즉, 각 자료의 오차 추정분석 (error estimate)에 기초한다.

X = G F + E (1)

여기서 행렬 X는 차원이 n × m인 데이터 행렬이며, G 행렬은 n × p, F 행렬

은 p × m 차원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p는 추출된 인자의 수를 나타낸다. F 행렬의

행 (row)은 특정한 하나의 오염원에 대한 오염원 분류표 (source profile)를 나타내

며 이에 대응하는 G 행렬의 열 (column)은 특정한 하나의 오염원에 대하여 시료들

에 존재하는 배출량 즉, 각각의 측정시간에서 오염원의 강도 (strength)를 의미한다.

행렬 G와 F의 값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또한 행렬 E는 잔차 행렬을 의

미한다. PMF 분석의 목적은 Q값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σij는 Xij의 표준편

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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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F 분석 결과에서 중요한 변수는 EV값 (explained variation value)으로서, 이

값은 각 오염원에서 각각의 화학원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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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값은 0 ～ 1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는데, EVkj의 값이 1이라는 것은 X 행렬의

j번째 화학원소가 k번째 인자 (오염원)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EVkj의

값이 0이라는 것은 X 행렬의 j번째 화학원소가 k번째 인자 (오염원)를 전혀 설명하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화학질량수지법 (CMB, chemical mass balance)

CMB 모델은 1970년 미국에서 개발된 후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모델 중의 하

나이다. CMB 모델은 주로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나 80년대 중반부

터 각종 유기화합물의 오염원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 CMB 모델은 수용체 위치에

서 채취된 오염물질에서 분석된 화학원소에 질량수지와 질량보존의 법칙을 기본 원

리로 하여 질량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수용체 위치에서 측정된 원소질량의

합이 오염원의 전체 기여 질량의 합과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X i=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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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측정된 화학성분의 수이고, p는 오염원의 수이다. 또한 Xi는 한 지점

에서 채취된 시료의 i번째 화학원소의 질량농도가 되며 Aik는 k번째 오염원으로부터

의 i번째 화학원소의 질량농도로서 오염원 분류표 (source profile)라고 한다. Fk는 k

번째 오염원으로부터의 기여도가 된다. 측정 질량농도 Xi와 오염원 농도 Aik는 기지

수 (旣知數)이며 기여도 Fk는 미지수 (未知數)로서 회귀분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

CMB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 분류표 Aik를 구하는데 있다. 일단 각 벡터

Aik, A2k, ……… Amk는 위의 수식을 풀기 위해 독립변수가 되어야 한다. Aik를 구하

는 방법은 첫째, 오염원에서 대기오염 실측시 조사 측정하는 방법, 둘째, 기존의 자

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X = A F (5)

즉, 기지의 수 X와 A를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미지의

수 F를 구하는 것이다. X는 수용체에서 채취한 오염물질의 데이터이며 오염원 분류

표 A는 기존의 오염원 자료를 이용하거나 오염원 측정 (source sampling)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완벽한 오염원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