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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됨에 따라 기계 학습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특성과 불균형적인 농도별 발생 비율에 대한 문제로 예측 모

델의 학습 및 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저농도

와 고농도로 구분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의 불균형 특

성으로 인한 예측 성능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농도의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류 알고리즘 

중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SVM 및 MLP를 이용하여 에 대한 이진분류 모델들을 설계하였다. 오차 행

렬을 통해 성능을 비교한 결과, 4가지 모델 중 MLP 모델이 89.98%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이진 분류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High forecast accuracy is required as social issues on particulate matter increase. Therefore, many attempts are being 
made using machine learning to increase the accuracy of particulate matter prediction. However, due to problems with the 
distribution of imbalance in the concentration and various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 the learning of prediction 
models is not well done.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a binary classification model was proposed to predict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needed for prediction by dividing it into two classes based on the value of  . 
Four classification algorithms were utilized for the binary classification of  . Classification algorithms used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SVM, and MLP.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confusion matrix, the MLP 
model showed the highest binary classification performance with 89.98% accuracy among the fou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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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세먼지는 다양한 크기, 모양,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   이하의 크기에 따라 , 

로 구분되는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미세먼지는 위험

성 물질로 분류되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활력 저하 원

인으로 분석되고 있다[1-4]. 이와 같은 영향을 최대한 피

하기 위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구분된 AQI(air quality index)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정

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국의 미세먼지 예

보 정확도는 2015년 약 60%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기
상청의 예보 프로세스는 연단위로 약 80%의 예보 정확

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보관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적용된 정보이며, 실제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5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5].
따라서 기존의 통계적 기법과 함께 기계 학습 예측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

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6][7]. 하지만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특성

과 불균형한 농도별 발생 비율의 문제로 인해 예측 모델

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K. W. Cho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농도를 기

준으로 분리하여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미세먼

지 농도를 저농도와 고농도를 구분하여 deep neural 
network 기반의 예측 모델을 통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예측 결과 저농도와 고농도에 대한 예측 성능이 향상되

었으며, 특히 고농도 예측 성능의 경우 20.62%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8]. K. Kaya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별 발생 비율의 편차로 인한 회귀 모델의 예측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균형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

였다. 불균형 데이터를 제안한 upper sampling, down 
sampling을 통해 클래스의 샘플 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80%대의 정확도를 확

인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의 불균형 특성으로 인

하여 예측 성능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농도의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SVM(support vector 
machine), MLP(multi-layer perceptron) 모델을 사용한

다. 미세먼지 농도 을 기준으로 2개의 클래스

로 구분하여 이진 분류 모델로 구성한다. 모델들의 최적

의 파라미터를 적용하기 위해 grid search cross validation
을 통해 파라미터 탐색을 수행하여 모델들을 설계한다. 
모델의 평가는 각 모델들의 오차 행렬 기반 정밀도, 재
현율, f1-score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Ⅱ. 데이터 수집 및 구성

2.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미세먼지의 경우 다양한 환경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다. 대기오염 물질과 기상 요소들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환경 변수들은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위한 연구들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10-13]. 본 논문에 사

용한 주요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Table. 1 Major data

Type Data

Meteorological
factor

Temperature
(The average temperature per hour)

Humidity
(The average humidity per hour)

Wind Speed
(The average wind speed per hour)

Wind Direction
(The average wind direction per hour)

Air pollutant


(The average particulate matter per hour)


(The average ozone per hour)


(The average carbon monoxide per hour)


(The average nitrogen dioxide per hour)


(The average sulfur dioxide per hour)

해당 데이터는 천안지역의 측정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온도, 습도, 풍속, 풍향으로 

구성되며,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는 , , , 

, 로 구성하였다. 수집 데이터 중 측정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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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결측치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오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시간의 모든 데이터를 제거하여 구성하였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이용한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 데이터들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데

이터와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독립 변수 데이터의 경우 AQI 기반 미세먼

지 농도의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로서 

온도, 습도, 풍속, 풍향, , , , 으로 구성하

였다. 풍향의 경우, 16방위로 표현되는 범주 형 데이터

에 해당하기 때문에 one-hot encoding을 사용하여 16개
의 벡터 형으로 변환하였다. 풍향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 

변수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수치형 데이

터이며, 데이터에 따라 표현되는 수치의 범위를 통일시

켜주기 위해 min max scaling을 통해 0과 1사이의 값으

로 변환하였다.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에 해당하며 표 2와 같이 환경부에서 예보로 사용하고 

있는 AQI를 기준으로  이하에 해당하는 ‘좋
음’, ‘보통’에 해당하는 농도를 하나의 클래스로 구분하

였으며, 에 초과하는 ‘나쁨’, ‘매우 나쁨’에 해

당하는 농도를 또 다른 하나의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Table. 2 The range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based on AQI

Grade
Class 0 Class 1

Good Moderate Bad Very bad

 
  0 ~ 30 31 ~ 80 81 ~ 150 150 ~

2.2. 데이터 구성

지도 학습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학습을 위

한 training set과 학습된 모델의 평가를 위한 test set으로 

구성된다. 모델의 학습 시 사용되는 training set의 경우 

학습이 잘 이루어 졌는지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training 
set은 train set과 검증을 위한 validation set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 과정이 끝난 데이터를 

75%의 training set과 25%의 test set으로 구성하였으며, 
training set 중 80%의 데이터를 train set, 나머지 20%의 

데이터를 validation set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모델

에 사용된 최종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며, 표 3은 데이

터 셋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1 Structure of data set

Table. 3 Data set configuration

Structure of data set Samples

Training set
Train set 52,315

Validation set 13,079

Test set 21,799

Total 87,193

Ⅲ. 이진 분류 모델 설계

3.1. Logistic regression model

Logistic regression는 선형 회귀와 다르게 종속 변수

가 범주 형 데이터일 경우 예측 결과가 특정 범주로 분

류되기 때문에 regression 기법이 아니라 classification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의 경우 훈련의 강도에 

따라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모델 

성능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

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는 기본적으로 L2 규제를 적

용하기 위한 매개변수 c를 사용한다[14].
따라서 grid search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최적

의 c 값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탐색할 c 값의 범위

는 0.0001, 0.001, 0.01, 0.1, 1, 10, 100, 1000으로 설정하

였다. Cross validation의 cv 파라미터는 5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c값에 순차 접근하

여 5회 반복 훈련 및 검증 후 test set을 이용하여 점수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교차 검증 시 validation fold의 전처

리를 위해 min max scaler와 모델의 pipeline을 구축하여 

탐색하였다. 교차 검증 결과 mean test score가 c값이 

10.0일 때 0.80895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로지

스틱 회귀에 적용할 c의 값은 10.0으로 선정하여 설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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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ecision tree model

Decision tree는 분류와 회귀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

며 기본적으로 특정한 결정에 접근하기 위해 질문을 이

어나가며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리프 노드가 늘어날수

록 훈련 셋의 정확도는 증가하나 과대적합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15]. 과대적합의 문제를 막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 중 하나는 트리의 깊이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트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Decision tree에서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는 파라미터는 max_depth이며, 깊
이를 조절함으로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grid search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최적

의 max_depth 값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탐색할 

max_depth 값의 범위는 1부터 24까지 설정하였으며, 
k-fold 교차검증의 cv 파라미터를 5로 설정하여 탐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차 검증 시 validation fold의 전처리

를 위해 min max scaler와 모델의 pipeline을 구축하여 

탐색하였다. 교차 검증 결과 mean test score가 

max_depth값이 4일 때 0.8593601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decision tree에 적용할 max_depth의 값은 4
로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3.3. SVM model

SVM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등 다양한 목적을 위

해 사용되는 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주로 회

귀 분석과 분류 분석에 사용된다. SVM은 두 클래스 중 

특정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

터가 어느 클래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비

확률적 이진 분류 모델을 만든다. 분류 모델은 두 클래

스에 대한 경계를 데이터들이 표현된 공간에 표현되며, 
가장 큰 폭의 경계를 도출함으로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분류한다[16]. 따라서 SVM은 범주간의 분류를 위한 기

준 선을 정의하는 모델이며, 결정 경계라고 표현한다. 
SVM은 결정 경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성능

의 차이가 결정되며,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 중

요하다.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 적용되는 파라미

터는 c와 gamma가 있다. C는 결정 경계의 마진을 조절

하여 이상치의 허용 범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이며, 
gamma는 결정 경계의 유연성을 조절하여 모델의 과대

적합을 방지하는 파라미터이다. 
Grid search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최적의 결정 

경계를 구하기 위해 c와 gamma의 최적의 값에 대한 탐

색을 수행하였다. 탐색하기 위한 파라미터 c와 gamma
의 범위는 0.0001, 0.001, 0.01, 0.1, 1, 10, 100, 1000으로 

설정하였으며, k-fold 교차검증의 cv 파라미터를 5로 설

정하여 탐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차 검증 시 validation 
fold의 전처리를 위해 min max scaler와 모델의 pipeline
을 구축하여 탐색하였다. 교차 검증 결과 c가 1000, 
gamma가 0.01일 때 mean test score가 0.85923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SVM에 적용할 c와 gamma의 값

을 1000과 0.01로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3.4. MLP model

MLP는 인공 신경망 구조 중 하나로서 초기 가중치를 

임의의 값으로 정의하고 예측 값의 활성 함수 반환 값과 

실제 결과 값의 활성 함수 반환 값이 동일하게 나올 때

까지 가중치의 값을 계속 수정하는 perceptron을 여러 

층으로 구성한 알고리즘이다. 
MLP의 구조는 학습 데이터 중 독립 변수를 입력 받

기위한 input layer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n개의 node
를 가지는 hidden layer로 구성하였으며, 활성화 함수는 

sigmoid, 최적화 함수는 rmsprop, 손실 함수는 binary 
crossentropy를 적용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경우 과대 

적합을 야기하는 요인은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hidden 
layer를 구성하는 node의 수, 가중치 규제에 대한 L2 규
제와 Dropout rate, 학습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batch 
size가 있으며, 해당 파라미터의 최적 값을 찾기 위해 표 

4와 같이 grid를 설정하여 grid search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Table. 4 Parameter grid

Parameter Value

hidden layer 1, 2, 3, 4

node 20 – 200(interval 20)

L2 0, 0.1, 0.01, 0.001

dropout rate 0, 0.1, 0.2, 0.3, 0.4, 0.5

batch size 20, 40, 60, 80, 100

epoch 100

각 hidden layer 별로 1,200개 조합의 탐색을 진행하

였으며, k-fold 교차 검증의 cv 파라미터를 5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교차 검증 결과 hidden layer는 2, node는 

20, L2 규제는 0.001, dropout rate는 0.3, batch size는 80
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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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평가 및 비교

앞 장에서 구성한 데이터 셋과 설계한 4가지의 이진 

분류 모델들을 이용하여 분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는 오차 행렬을 기반으로 정밀도, 재현율, 
f1-score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훈련된 모델들의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한 오차 행렬이다. 표 5는 오차 행

렬을 참고하여 계산한 분류 모델들의 성능 비교이다.

Table. 5 Classification performance by models

Class
0

(  
or less)

1
(above 
 )

f1-score
(macro)

Logistic 
regression

precision 0.9797 0.8167
0.8964

recall 0.9808 0.8085

Decision 
tree

precision 0.9807 0.8176
0.8991

recall 0.9807 0.8176

SVM
precision 0.9807 0.8176

0.8991
recall 0.9807 0.8176

MLP
precision 0.9845 0.7870

0.8998
recall 0.9754 0.8551

Logistic regression의 경우 의  이하 

농도에 대해 정밀도가 0.9797, 재현율은 0.9808로 4가지 

모델 중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였으나  초과 농

도에 대해 정밀도가 0.8167, 재현율은 0.8085로 4가지 

모델 중 가장 낮은 재현율을 보였다. Decision tree와 

SVM의 경우  이하 농도에 대해 정밀도가 

0.9807, 재현율은 0.9807을 보였으며,  초과 농

도에 대해 정밀도가 0.8176, 재현율은 0.8176으로 동일

한 성능을 보였다. MLP의 경우  이하 농도에 

대해 정밀도가 0.9845, 재현율은 0.9754로 4가지 모델 

중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였으나  초과 농도에 

대해 정밀도가 0.7870, 재현율은 0.8551로 4가지 모델 

중 가장 낮은 정밀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초과 범위의 농도를 분류함에 있어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2의 오차 행렬을 통해 분석하였을 경우 분류에 

사용된 입력 데이터 중  이하에 해당하는 데이

터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정 클래스

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macro 평균의 f1-score를 사용하였다. f1-score를 기준으

로 logistic regression은 89.64%, decision tree와 SVM은 

89.91%, MLP는 89.98%로 MLP가 4가지 모델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Ⅴ. 결  론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함에 있어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

델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를 구분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의 불균형 특성으

로 인하여 예측 성능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

먼지 농도의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 지역에서 10년간 수집한 기상 데이터와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분
류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SVM, MLP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 을 기준으로 2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여 

이진 분류 모델로 구성하였다. 각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grid search cross validation을 통해 파라미터 탐색을 수

행하여 모델들을 설계하였다. 평가 결과,  이

 

(a) Logistic regression model (b) Decision tree model

(c) SVM model (d) MLP model

Fig. 2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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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농도 분류에 있어 약 98%의 성능을 보였으나 

 초과의 농도 분류에 있어 약 80%의 성능을 보

였다. f1-score를 통한 분류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였을 

경우, MLP 모델이 89.98%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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