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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사용하여 1년(2015년)의 분변성 대장균 발생여부를 얼

1. 개요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연안해역의

마나 정확하게 예측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미생물학적 위
해요소로부터 수산물 생산해역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기술의 개발 및 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3. 결과 및 고찰
수온, 염분, pH, 분변성대장균 자료와 기상 자료(UV, 강수량)

본 연구에서는 패류생산해역인 곰소만 해역에서 11년

를 활용하여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 곰소만 해역의 분변성 대

(20015~2015년)간 조사한 분변성 대장균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

장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측하였

학습의 일반적인 과정(데이터 수집, 가공, 모델 훈련, 모델 성능

을 때, 4가지 알고리즘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로지

평가, 모델 성능개선)을 통하여 해역의 위해요소발생을 예측하

스틱 회귀모델과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택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미래에도 유사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지 추정하는 미래성능 추정이라는 검증과정을 통
해 성능향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래성능 추정기법으로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매월 곰소만 해역에서 11년간(2005-2015년)
조사한 수온, 염분, pH, 분변성대장균 자료와 기상 자료(UV, 강

K-fold 교차검증(k=10)을 사용한 결과는 결정나무, 나이브 베이
즈 순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수량)를 이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선형회귀분석이나 비선형회귀분석 등을 사

4. 결 론

용하여 대장균의 정량적 수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곰소만 해역의 10년간 자료를 훈련데

측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통계모델이 아닌

이터로 사용하여 1년(2015년)의 분변성 대장균 발생여부를 예

기계학습의 기법을 이용하여 분변성 대장균의 발생 여부를 예

측해 본 결과, 일반적인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모델과 서포트 벡

측하였다.

터 머신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성능

기계학습 알고리즘 선택 시 정확도, 학습시간, 선형성, 매개
변수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순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결정나무(Decision

본 연구결과는 수산물 생산해역에서 분변성 대장균과 유사

Tree),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의 4가지 알고

한 질병을 야기하는 바이러스 또는 병원성균에 의한 질병발생

리즘을 선택하였다. 각 적합 알고리즘은 10년간 자료를 훈련데

예보를 위한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되고, 수산물 생산해역을 관

나이브

베이즈(Naive-Bayes),

추정기법을 사용한 결과는 결정나무,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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