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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중국주요 공업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고농도 초

미세먼지에 의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

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배출된 다양

한 오염원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

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반적으

로 3∼4일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4].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며 장시간 정체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

를 입히고 있어서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

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예보관이 다양한 수치

예보 결과 및 관측 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하는 

개념예보의 지수적중률은 약 87%로 양호하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쁨 이상의 고농도 

감지확률은 67%로 낮아서 실제 시민이 느끼는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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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4].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고농도 적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가 시급하다.

관련 연구로는 대기질 예보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인공신경

망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MLP(Multi Layer

Perceptron)에 날짜, 대기질, 지형, 기상 측정 및 예보 

데이터를 입력하여 PM10, PM2.5, O3을 비롯한 대기

질을 예보한 연구[5-10], 시계열 자료의 처리에 효과

적인 RNN(Recurrent Neural Network) 및 LSTM

(Long-Short Term Memory)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예측한 연구[11-12],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서울권역

의 PM10 및 PM2.5를 예보한 연구[13-1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보 성능을 저하시키는 outlier 데이터를 선

별하고, outlier가 예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다. Outlier의 통계학적 의미는 통계적 자료 분석의 결

과를 왜곡시키거나, 자료 분석의 적절성을 위협하는 

변수 값 또는 사례를 말한다[15]. 미세먼지 데이터에 

있어서 outlier는 저농도인데 고농도로 예보되거나 

그 반대인 데이터에 해당되며, 이러한 outlier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면 당연히 예보 성능이 저하된다.

Outlier가 예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먼저 주어진 데이터에서 outlier를 검출했다. 검

출에는 여러 가지 통계학적 기법 중 신뢰구간 방법과 

1.5 IQR rule[16]을 적용했고, 통계학적 기법들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구간을 이용한 

outlier 검출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했다. 예보 모델은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방대한 자료에 대해서 효율

적이라고 평가되는 심층 신경망을 사용했고, 입력 데

이터는 기상과 대기질 측정 및 예보 데이터와 날짜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outlier 검출방법들과 검출결

과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검출방법에 따른 예보실

험과 결과를 기술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

를 제시한다.

2. Outlier

미세먼지 데이터에서 outlier란 정상적인 데이터

들과 비교 했을 때, 자신이 속한 군집에서 비정상적

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Outlier를 판단

하는 방법에는 주로 신뢰구간에 의한 방법과 1.5 IQR

Rule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지만, 미세먼지 데이

터에 이와 같은 통계적 기법을 적용 시키면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농도 구간을 이용한 outlier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2.1 통계적 방법에 의한 outlier 검출

2.1.1 신뢰구간에 의한 검출

신뢰구간 방법은 통계학에서 추정 방법 중 구간추

정으로 ‘모수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17]. 신뢰구간은 구하고자 하는 

모분산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분포도

가 달라지는데 이를 Fig. 1에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미세먼지 데이터의 경우 모분

산을 모르고 데이터의 개수가 30개 이상인 데이터들

의 집합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사용하여 outlier를 

검출하였다. 정규분포를 이용한 outlier는 Fig. 2의 

α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α를 구하기 위해서는 1-α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본 집단의 표본평균  ,

표본표준편차 s, 데이터의 크기 n 그리고 신뢰수준에 

따른 

을 계산한 뒤, 식 (1)을 이용하여 모수의 범

위를 추정한다. 신뢰수준은 보통 90%, 95%, 99%를 

사용하며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때,

1) If the population variance is known,

-> use normal distribution.

2) If the population variance is not known,

-> use T distribution (n < 30),

-> use normal distribution (n ≥ 30)

(n is number of data)

Fig. 1. How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Fig. 2.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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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을 outlier로 검출한다.

  




≤  ≤   





(1)

Table 1은 95% 신뢰구간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먼

지 데이터에 대한 outlier를 검출한 결과이다. Table

1의 첫 번째 열에 표기한 T06, T08, T12는 예보시간

으로 각각 당일(D+0), 내일(D+1), 모레(D+2)의 첫 구

간을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5에 기술했다.

T06시간대의 데이터의 경우 보통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총 999개 중 548개로 데이터가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데이터의 분포가 정

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Outliers로 검출 되고 있다. 해당 데이터들

을 제거하게 되면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이터들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실

제 학습에는 미적용 하였다.

2.1.2 1.5 IQR rule

IQR은 사분위수 범위를 의미하고, 데이터의 범위

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그 개념을 Fig. 3과 

Fig.4[18]에 기술했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인 최대값 

– 최소값을 이용한 범위 계산의 경우 이상값 존재 

시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한 척도 이다. 이를 구하

기 위해서는 먼저 사분위수를 구해야 하는데 사분위

수란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4등분 했

을 때 각각의 4등분 되는 위치의 값을 의미하고 1사

분위수(Q1), 2사분위수(Q2), 3사분위수(Q3)으로 구

분한다. 이때, 2사분위수의 경우 데이터의 중앙값과 

일치한다.

사분위수는 먼저 Q2 즉, 데이터 전체의 중앙값을 

구하는 데 이때,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에 따라 구해지는 중앙값이 다르다. Fig. 3을 보게 

되면 짝수의 경우 중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에서 가장 가까운 두 수의 절반 값을 중앙값으로 한

다. 반대로 홀수의 경우 중앙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

앙에 있는 데이터를 중앙값으로 한다. Q2를 구한 이

후 Q1은 아래쪽 절반의 데이터에 대하여 Q2와 동일

한 방법으로, Q3는 위쪽 절반에 대하여 Q2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사분위수 범위인 IQR은 식 (2)를 이용하여 구한다.

     (2)

   ×  ≤ ≤   ×  (3)

IQR을 이용하여 outlier를 검출하는 방법은 1.5

IQR rule인 식 (3)을 이용하여 신뢰구간 방법과 같이 

범위를 구한 다음 해당 범위에 벗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outlier로 검출하는 것이다. Table 2에 1.5

IQR rule를 이용하여 outlier 데이터를 검출한 결과

를 기술했다.

1.5 IQR rule를 이용하여 Outlier을 검출한 결과 

신뢰구간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했을 때에 비해 상당

Table 1. Outlier detection result using 95% confidence 

interval

Time Total Data Outliers

T06

999

929

T12 914

T15 913

Fig. 3. How to find 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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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 Fig. 5에는 T06시간대에 

대하여 1.5 IQR rule를 적용해 구해진 결과를 제시했

다. 결과를 보았을 때, 고농도에 해당하는 55를 초과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outlier로 검출되어진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을 진행 할 때 고농

도에 대한 학습이 더디게 혹은 안 되는 모습을 보이

는 문제점을 발견 하였다.

2.2 제안한 outlier 검출 방법

2.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뢰구간 방법의 경

우 너무 많은 데이터가 제거되고, 1.5 IQR rule의 경

우는 고농도 데이터가 상당수 제거되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세먼지 데이터에 통

계적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농도 구

간을 이용한 outlier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미세먼

지 예보지수는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4개의 농도구간(지수)

을 가지는데 ‘좋음’과 ‘보통’ 농도를 저농도로, ‘나쁨’

과 ‘매우 나쁨’ 농도를 고농도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

행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ig. 6에 기술한 바와 같이 3가지 

모델을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Outlier란소속 

군집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습이 

종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농도 구간을 벗어난 데

이터들을 outlier로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구간은 Table 3에 제시한 저농도 구간과 고농도 

구간을 기준으로 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뢰구간 방법

의 문제점인 대부분의 데이터가 지워지게 되는 문제

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1.5 IQR rule의 문제점인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고농도 데이터를 제거 하지 

않고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이터들만 제거

되기 때문에 고농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Fig. 6은 outlier 데이터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target이 저농도일 때, out-

put이 고농도로 예측하는 Over_outlier, target이 고

농도일 때, output이 저농도로 예측하는 Under_out-

lier, 두 경우를 모두 합한 All_outlier모델이다.

3. 실험 및 결과

3.1 입력 인자와 신경망 예보모델

Outlier가 예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Fig. 7[19]에 제시한 심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예보 모델을 사용했고, 입력인자로는 Table 4에 기술

한 기상, 대기질 측정 및 예보 데이터와 날짜(Julian

Fig. 4. Different parts of a boxplot.

Table 2. Outlier detection result using 1.5 IQR rule

Time Total Data Outliers

T06

999

34

T12 37

T15 36

 ≤  ≤ 

Fig. 5. Result of 1.5 IQR rule (T06).

Table 3. PM2.5 Forecasting concentration section

Low concentration High concentration

Good Normal Bad Very bad

0∼15 16∼35 36∼75 76∼

1. Over outlier

if(target < 36 and output >= 36 ) then

set this-data as outlier;

2. Under outlier

if(target >= 36 and output < 36 ) then

set this-data as outlier;

3. All outlier

if ( (target < 36 and output >= 36 ) or

(target >= 36 and output < 36 ) ) then

set this-data as outlier;

Fig. 6. Methods for Outlier data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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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9]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예보 모델은 매 시

간 측정 하는 기상과 대기질 데이터들의 6시간 평균 

자료들을 입력으로 하여, 15시에 당일(D+0), 내일

(D+1), 모레(D+2)에 대해서 6시간 단위의 예보 값을 

생성한다. 예보 구간에 대한 상세 내용은 Table 5에 

기술했다. 예보모델은 15시에 예보하기 때문에 T6부

터가 예보구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T1∼T5는 과거,

T6∼T7이 당일(D+0), T8∼T11이 내일(D+1), T12

∼T15가 모레(D+2) 예보구간이다.

예보구간이 T6∼T15로 10개이므로 예보모델은 

각 예보구간별로 1개씩 총 10개의 네트워크로 구성

된다. 각 구간별 예보모델에는 과거구간인 T1∼T5의

측정 자료와 해당 예보구간의 예보자료가 입력된다.

3.2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학습 진행 시, 먼저 1차 

학습을 통해 outlier들을 검출하고, 입력 데이터에서 

제거한 뒤, 제거한 입력데이터를 사용하여 2차 학습

을 진행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서울 지역의 PM2.5를 비롯

한 대기질 및 기상 측정값 및 예보 값을 사용하였다.

이 중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96일 중 결측 등의 원인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일수를 제외한 999일의 데

이터를 사용 하였고, 평가에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65일 중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일수를 제외한 344일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able 6은 1차 학습이 종료되었을 때, 각 모델별로 

검출되는 outlier의 개수이다. 총 999개의 데이터 중 

적게는 66개에서 많게는 227개의 데이터들이 제거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Table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농도구간을 이용한 

outlier 검출방법(All, Over, Under)과 통계적 기법인 

Table 4. Input Data

Weather

Temperature, Pressure, Relative humidity, Mixed highs, U, V, Geopotential, height_850hpa,
850hpa_U, 850hpa_V,
Relative humidity_850hpa, Temperature_850hpa,
Geopotential height_925hpa, 925hpa_U, 925hpa_V,
Temperature difference_850-925, Dew point temperature,
Accumulated Precipitation, Solar radiation

Air quality CASE4_PM2.5, PM10, O3, NO2, CO, SO2, PM2.5

Date Julian membership function (January ∼ December)

Table 5. Time frame of 15 hour forecast model

Time Time corresponding to section

T1 D-1 07∼12 o’clock, Measure at forecast time

T2 D-1 13∼18 o’clock, Measure at forecast time

T3 D-1 19∼24 o’clock, Measure at forecast time

T4 D+0 01∼06 o’clock , Measure at forecast time

T5 D+0 07∼12 o’clock, Measure at forecast time

T6 D+0 13∼18 o’clock

T7 D+0 19∼24 o’clock

T8 D+1 01∼06 o’clock

T9 D+1 07∼12 o’clock

T10 D+1 13∼18 o’clock

T11 D+1 19∼24 o’clock

T12 D+2 01∼06 o’clock

T13 D+2 07∼12 o’clock

T14 D+2 13∼18 o’clock

T15 D+2 19∼24 o’clock

Hourly measured data are averaged at every 6 hour
interval. Fig. 7. DNN architect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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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QR rule에 의한 outlier 검출방법(1.5IQR)으로 

outlier를 제거한 예보 결과와 outlier를 제거하지 않

은 기존 모델인 Julian과 수치모델 CASE04의 예보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예보모델의 성능 평가는 Fig.

9에 제시한 통합대기환경지수(CAI: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를 따랐다.

Accuracy는 지수 적중률로 실제 측정값이 좋음

(나쁨)일 때, 예보가 좋음(나쁨)으로 정확히 맞춘 비

율을 의미하고, POD는 감지확률로, 측정값이 고농도

일 때, 예보 역시 고농도로 판단한  비율을 의미한다.

FAR은 오경보율로서 실제 측정값은 저 농도이지만 

고농도로 예보한 비율이다. (실제 측정값이 고농도

이지만 저 농도로 예보한 경우 전자에 비해 중요도가 

높지 않고, 실제 현업에서 성능지표로 활용 하지 않

아 제외함)

먼저 예보결과를 수치모델(CASE04)과 상호 비교

해보면, 5개의 예보모델(All, Over, Under, 1.5IQR,

Julian) 모두 Accuracy는 우수하고, POD는 좋지 않

는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치모델

(CASE04)의 경우 80%대의 높은 POD 성능에도 불

구하고, FAR이 48%∼54%로 높게 형성되어 수치모

델의 고농도 감지 성능은 좋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나머지 5개의 예보모델들의 FAR은 17%∼26%이다.

둘째로 outlier를 제거한 모델들을 서로 상호 비교

해보면 1.5 IQR 모델의 경우 FAR은 제안한 outlier

제거 모델들보다 우수하고, Accuracy와 D+0 구간의 

POD는 비슷하나 D+1 이상의 구간에서 POD의 성능

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안한 outlier 제거 모델들과 기존의 예

보모델인 Julian를 비교해보면 Accuracy는 –4% 이

내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FAR 역시 20%대로 비

슷하였으나, POD는 D+2 구간에서 All과 Over 모델

이 7%∼9%로 크게 향상되었다. 예보에 있어서 일반

적으로 현 시점부터 예보시간이 멀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제안한 All과 Over outlier 제거 

모델은 오히려 예보성능이 떨어지는 D+2 구간에서 

성능이 향상되어 장기 예보 모델로서의 활용도가 기

대된다.

Fig. 8. Outlier model learning algorithm.

Level
Prediction value

Good Normal Bad Very bad

Good a1 b1 c1 d1

Normal a2 b2 c2 d2

Bad a3 b3 c3 d3

Very bad a4 b4 c4 d4

Ⅰ: , Ⅱ: , Ⅲ: , Ⅳ:

Evaluation item Equation

Accuracy N
abcd

×

POD: Probability of Detection III IV 
IV

×

FAR: False Alarm Rate II IV 
II

×

Fig. 9 Items and method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forecast model.

Table 6. Number of Removed Outlier Data

Model T06 T08 T12

Over_outlier 66 98 122

Under_outlier 76 103 105

All_outlier 142 20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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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M2.5 미세먼지의 예보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예보모델에 적합한 3 가지 outlier

를 제시하고, 각각을 제거한 예보모델의 성능을 비교

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Outlier를 제거하지 

않은 기존의 Julian모델의 경우 Accuray와 FAR은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D+1 이상의 구간에서 POD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안한 outlier 제

거 모델은 예보성능이 떨어지는 D+1 이상의 구간에

서 최대 9%의 POD 성능이 향상되어 장기 예보의 

고농도 감지에 outlier 제거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outlier 제거 모델의 경우 D+0의 POD와 

전반적인 FAR이 각각 약간씩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거된 outlier 저농도 

데이터에 유효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발생한 현상으

로 추측된다.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outlier 검출 방법에 의해 추출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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