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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검출을 검출로 예측한 정분율

연안해역의 미생물학적 위해소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

로 고려하였을 때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정분류율이 가장 높았

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되어 유통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전수 조

다. 적합 모델의 정확도와 Kapp값에서는 나이브 베이즈와 결정

사 및 생산되는 해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산물 생산해

트리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보였고, K-fold 교차검증 결과까

역을 관리하고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함께 참조했을 때 분변성 대장균 예측에 가장 좋은 성능을

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이는 알고리즘은 나이브 베이즈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기존 곰소만 해역에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해역의 위해요

데이터의 불검출/검출 비율이 약 6배 정도로 높다보니 성능평

소인 분변성대장균 발생예측을 평가하였다. 곰소만 해역에 적

가 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의 축

용하였던 기계학습의 4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미래 성능 추정까

적이 요구되고, 모델의 학습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 완료했지만, 적합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적합된 모델이 해역특성이 다른 천수만 해역
에 적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4. 결 론
분변성 대장균 발생예측을 위하여 곰소만 해역에 적합된 4가
지 알고리즘을 해역 특성이 다른 천수만 해역에 적용하여 검증

2. 연구방법

하였다. 예측 정확도 및 Kappa 수를 구하여 모델을 검증한 결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는 매월 천수만 해역에서 8년간

과, 나이브 베이즈 및 결정트리 알고리즘 순으로 안정적이고 좋

(2008-2015년) 조사한 수온, 염분, pH, 분변성대장균 자료와 기

은 성능을 보였다. 천수만 해역에 적용한 검증 결과와 K-fold 교

상 자료(UV, 강수량)를 이용하였다.

차 검증의 성능 안전성을 함께 검토하였을 때, 수산물생산해역

4가지 각 적합 알고리즘은 곰소만 해역의 10년간 자료를 훈
련데이터를 사용하여, 천수만 해역의 8년(2008~2015년)의 분변
성 대장균 발생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였는지 평가하였
다.

에서 분변성 대장균 예측에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은 나이브-베
이즈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해역의 분변성 대장균의 발생 예측하
는데 그치지 않고, 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브리오 등의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3. 결과 및 고찰
곰소만 해역에 적용하였던 4가지 알고리즘을 천수만 해역의
관측된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예측 정확도와 Kappa 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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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