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
지고 있다. 국내 기상청, 한국 환경 공단에서는 실
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
러 종류의 미세먼지관련 스마트 디바이스 어플리
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1-3]. 그러나 미세먼지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측정 센서 및 네
트워크망의 결함 발생 시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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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된 미세먼지 데이터의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
해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데이터
와 미세먼지 농도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또한 
예측 지역 인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활용, 입력 데이터를 다양화하여 학습함으로써 예
측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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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
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노드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예측과 추론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미세먼지 및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경망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설계된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다양화하여 학
습함으로써 예측 결과를 비교한다.

ABSTRACT

As the issue of particulate matter spreads, services for providing particulate matter information in real 
time are increasing. However, when a sensor node for collecting particulate matter is defective, a 
corresponding service may not be provid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dict and 
deduce particulate matter. In this paper, a particulate matter prediction model is designe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 based on past particulate matter and meteorological data to predict particulate 
matter. Also, the prediction results are compared by learning the input data of the model in the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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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 신경망 모델 설계

인공 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모티브로 
만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서 입력 값이 어떤 클래
스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분류 ANN과 입력 정보
로 다른 값을 예측하는 회귀 ANN으로 구분된다 
[4]. 인공 신경망의 구조는 입력 계층, 은닉 계층, 
출력 계층으로 구성되며, 은닉 계층을 한 개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회귀 ANN을 이용한
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해 선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온도, 습
도, 풍향, 풍속의 기상 데이터를 필수 입력 데이터
로 사용하고 있다 [5-9].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학습 데이터의 경우 천안시 병천면의 기상 
데이터, 미세먼지 농도의 1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입력 변수의 개수
에 따른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약   반
경 측정소(성황, 백석, 오창) 세 곳의 미세먼지 측
정값을 추가하여 총 8,404건의 학습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표 1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예시
이다.

기상 데이터 미세먼지 농도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병천 성황 백석 오창

23.7 50 70 2.9 24 32 21 26

표 1. 학습 데이터 셋 예시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경우 
1개의 은닉 계층으로 설계하였으며 최적화 함수로
는 Adam gradient, 활성화 함수는 ReUL을 사용
하였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정규화를 위해 
MinMaxScaler를 사용하였다. 학습 횟수의 경우 
전체 데이터를 100개씩 나누어 총 100회의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예측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을 학
습한 경우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학습한 경우와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Ⅲ. 분석 및 평가

그림 1의 a는 예측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을 학
습하여 구축한 모델을 이용한 예측 결과이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경우 예측된 값이 변화의 추
세는 반영하고 있으나 pm10 농도의 경우 30~50
  사이의 구간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림 1의 b는 a의 예측 모델 학습 시 인근 지역
의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학습한 모델을 이용한 
예측 결과이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경우 전
반적으로 비슷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와 b를 통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비교

한 결과 모델 학습 과정에서 기상 데이터와 예측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 사용하여 진행할 경우 예
측 정확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기상 데이터, 예측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
터와 함께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
가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입력 데이터에 따른 미세먼지 예측 결과

Ⅳ. 결  론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영향으로 미세먼지 모니
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
먼지 측정 센서의 결함이나 네트워크망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손실된 미세먼지 데이터의 예측이 필요
하며 이에 따른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을 활용, 기상데이터와 예측 지역의 미세먼
지 농도만을 학습한 모델과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추가로 함께 학습한 두 가지 모델을 설계
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 예측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을 학습한 모델의 경우 예측 정확
성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학습한 모델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측
의 정확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 설계를 진행함으로서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최적의 모델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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