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다양한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에 따라  이상
의 농도 값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이하
의 농도 예측의 정확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1][2]. 이는  이상의 농도에 
대한 특성이 예측 모델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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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상의 고농도에 대한 특성 반영을 비교
한다. 딥러닝 알고리즘 중 DNN(deep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이상의 농도에 대한 예측 모델 설계
를 통해 어떠한 알고리즘이  이상 농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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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함에 있어  이상의 고농도에 대한 특성이 예측 모
델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따라 고농도 영역에서의 미세먼
지에 대한 특성 반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측 성능을 통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 결
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나, AQI 기준 “매우 나쁨”의 농도에서 R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RNN 알고리즘이 DNN, LSTM 알고리즘보다 고농도에 
대한 특성 반영이 잘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When predicting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using deep learning,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high concentration of   or more are not well reflected in the prediction model. In this paper, a comparison 
through predictive performance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sults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e dust in the 
high concentration area according to the deep learning algorithm.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verall, similar 
levels of results were shown, but the RNN model showed higher accuracy than other models at concentrations of "very 
bad" based on AQI. This confirmed that the RNN algorithm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concentration 
better than the DNN and LSTM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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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각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기상 데이터와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상 및 대기
오염물질 데이터는 천안시에서 2009년부터 2018년 
간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3][4]. 기상 데이터 
중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데이터 중 , , , ,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중  
이상의 농도 값을 측정한 날짜의 데이터만 선별하
였으며, one hot encoding과 min max scaling을 사
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후 모
델의 학습과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75%의 훈련데이터와 25%의 실험데이터로 구
성하였다. 

Ⅲ. 모델 설계

딥러닝 알고리즘 중 DNN, RNN, LSTM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총 3개의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각 모델에 적용한 활성화 함수와 최적화 함수는 
ReLU와 adam을 사용하였으며, RNN과 LSTM의 순
회에 사용하기 위한 timesteps은 24로 설정하였다. 
모델들의 최적의 성능을 위해 각각 하이퍼 파라미
터 탐색을 통해 모델 세부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표 1은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결과이
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3가지 모델을 설계하였
다.

표 1.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결과

구 분 DNN RNN LSTM
layer 2 1 2

hidden node 100 80 80
L2 0.01 0 0

dropout rate 0.1 0 0.3
batch size 100 20 60

epoch 100 100 100

Ⅳ. 성능 평가

구성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 학습 
후 예측 정확도를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
다. 표 2는 모델에 따른 고농도 예측 성능 결과이
다. 전체 정확도와 AQI 기준으로  이상에 
해당하는 “나쁨”과 “매우 나쁨”의 정확도를 확인하
였다. 각 모델별 전체 정확도는 LSTM 모델이 
76.14%로 가장 높았으며 DNN 모델이 74.84%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나쁨”에 해당하는 농

도의 정확도는 LSTM 모델이 76.83%로 가장 높았
으며, RNN 모델이 75.24%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매우 나쁨”의 농도에서는 RNN 모델이 
72.79%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DNN 모
델이 65.44%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전체 
정확도의 경우 준수한 정확도는 아니지만 3가지 
모델의 정확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매우 
나쁨”의 농도에서는 R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
해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모델별 고농도 예측 성능 결과

구 분 DNN RNN LSTM
전체 정확도

( ~ )
74.84% 75.88% 76.14%

AQI “나쁨”

( ~ )
75.50% 75.24% 76.83%

AQI “매우 나쁨”

( ~ )
65.44% 72.79% 66.18%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이상의 고농
도에 대해 딥러닝 알고리즘별 예측 성능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 중 DNN, RNN,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천안시에서 10년간 수집한 기상 및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모델의 경
우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통해 설계하였다. 각 모델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고
농도에 대한 예측 성능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비
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나, AQI 기준 “매우 나
쁨”의 농도에서 R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보
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RNN 알고리즘이 
DNN, LSTM 알고리즘보다 고농도에 대한 특성 반
영이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고농
도 영역에서의 예측 성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의 
전 영역 정확도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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