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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예측, 분석, 측정 등으로 나눠지는데, 주로 대기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미세먼지는 대기질 인자와 기상인자 그리고 배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각 요소들이 미세먼지에 얼

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실험하였다. 이 상관 분석에는 

기상청과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보한 대기질 인자와 기상인자 데이터를 이용, IBM사의 SPSS라는 Tool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대기질 인자와 기상인자들이 미세먼지 수치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하

게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수치와 영향요소 및 상관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및 피어슨 상

관계수로 결과를 나타낸다. 

ABSTRACT

Until now, the study of fine dust has been divided into prediction, analysis and measurement, mainly in the field of 
atmospheric environment. Fine dust is caused by various causes such as atmospheric quality factor, meteorological factor 
and emission.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a priority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how much each element affects fine 
dust, and it was experimented. This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using IBM SPSS tool using air quality factor and 
meteorological factor data obtained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Air Korea.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air quality factors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the fine dust level was more clearly understood. In this paper, we 
present experimental results as correlation analysis and pearson coefficient for more precise analysis between PM10 values 
and affec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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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세먼지는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다. 자동

차, 공장 등의 산업 활동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미세먼지는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서 생산되는 먼지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

도 미세먼지 수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1]. 미
세먼지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미세먼지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심장혈관과 호흡기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2]. 뿐만 아니라 암과 

전신 질환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어[3],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연구가 필요하

다.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기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의

학 분야에서 연구하기도 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

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기상청에서 쓰는 미세먼지 예측 모델[4]에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이 각각의 요소로 들

어가 있는 이 시점에, 본 논문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수치와 각각의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를 밝혀보려 한다. 이를 위해, 대기, 기상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데이터는 SPSS를 이용하

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SPSS는 분석을 위한 

계획,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의 전과정을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Ⅱ. 관련연구 및 연구내용

2.1.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대기질 관측데이터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에서 확보하였다. 에어코리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

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이다. 이
곳에서 국립 환경과학원의 최종 확정자료를 excel파일

로 다운로드 하였다. 대기질 최종 확정 데이터는 2014
년도부터 제공되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

지의 서울지역 대기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www.kma.go.kr)에서 제공하

는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기상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

기 위해 대기질 관측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서울지역 기상관측 데이터를 확보하

였다.
획득한 두 데이터를 하나의 excel 파일로 시간과 장

소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융합하는 가공을 하여 실험의 

input data로 활용하였다.

2.2. 기존연구

서울시 8개의 지점(구의, 구로, 도봉, 동대문, 신사, 
종로, 강서, 북한산)에서 초미세먼지를 채취하여 분석

하고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과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가 있다.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의 농

도분포 분석을 통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해석하고, 이 중 암모늄이온 농도의 분포가 계절적 특

성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더욱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밝혔다[5].
또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상인자(풍속, 강수량, 

일사량 등)에 영향을 받고, 대기물일인 이산화질소, 이
산화황, 오존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자동

차 수나 오염원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외에도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기 위해 풍향과 

풍속까지 고려하여 공간자기상관 행렬에 기초한 공간

패널모형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다 [6].

2.3. 배경지식

상관분석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질 인자 변수인 O3, NO2, 
CO3, SO2, PM2.5와 기상인자 변수인 일평균 기온, 일
강수량, 평균풍속, 평균 상대습도, 합계일조시간, 합계 

일사, 평균 지면온도, 안개 계속시간을 분석 하여 상관

계수를 구하고, 상관분석을 하려 한다. 상관계수는 0.0 
~ 0.2 사이라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0.2 ~ 0.4 사이면 

상관관계가 낮은편이고 0.4 ~ 0.6 이면 상관관계가 있다

고 말한다. 0.6 ~ 0.8 사이라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 0.8 ~ 1.0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한다. 
단, 계수가 음수로 나오면 절대값을 취하면 된다.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된

다. X와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계수 r은 X와 Y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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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정도 / X와 Y가 따로 변하는 정도이다. r은 X 와 

Y 가 완전히 동일하면 +1, 전혀 다르면 0,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을 가진다. 

Fig. 1 Correlation coefficient graph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r^2 로 계

산하며 이것은 X 로부터 Y 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r이 –1.0 ~ -0.7 사이이면, 강한 

음적 선형관계, -0.7~ -0.3 사이이면, 뚜렷한 음적 선형

관계, -0.3~ -0.1 사이이면, 약한 음적 선형관계, 
-0.1~0.1 사이이면, 거의 무시해도 되는 선형관계, 
0.1~0.3 사이이면, 약한 양적 선형관계, 0.3~0.7 사이이

면,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 0.7~1.0 사이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로 해석한다[7]. 그림1은 상관관계에 대한 배

경지식을 돕고자한 그림으로, r은 계수를 의미한다.

Ⅲ. 제안 기법

3.1. 제안 모델

Fig. 2 Proposed model flow chart

본 논문에서는 SPSS를 이용하여, 대기질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구

하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상관분석을 하려 한다.
그림2는 제안모델의 알고리즘 순서도를 설명하고 있

다. 이 모델은 대기질 인자 변수인 O3, NO2, CO3, SO2, 
PM2.5 와 기상인자 변수인 일평균 기온, 일강수량, 평
균풍속, 평균 상대습도, 합계일조시간, 합계 일사, 평균 

지면온도, 안개 계속시간을 input data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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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는 14개의 인자, 그리고 각 인자당 1096일 치

의 데이터(2014.1.1 ~ 2017.6.31.)로, 총 15334개의 변수

를 이용하였다. 많은 수의 변수를 일일이 계산하기 위

하여 SPSS를 이용, 연산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석을 한

다. 상관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두 변수간

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그러

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라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지

는 않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실험에 정확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그 후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후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를 매칭하여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적인지 비선형적인지를 판별하

고, 선형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각각 알아보았다.

Ⅳ. 실험 결과

4.1. 상관분석

그림3은 각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 나타내는 지수인 상관계수 이다. 미세먼지인 PM10
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SO2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 NO2는 수치가 0.308이다. 가장 낮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수치 0.020으로 일

사량과 기온이다. 일사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변수는 일조량이며, 그 수치는 0.765이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는 SO2이고, 0.025이
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상관관계가 매

우 높고, 적어도 0.6은 넘어야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림2를 보면 0.6을 넘는 수치는 손에 꼽힌

다. 0.4는 넘어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적다.
상관계수가 미세먼지와 별개로 서로에 대한 상관관계

는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Correlation coefficient

Fig.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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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어슨 상관계수

그림4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PM2.5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764로 PM10과 가장 강한 선형관계를 가

진다. Sunshine과 Solar Radiation, O3, Wind Speed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Ground 
Temperature는 약한 음적 선형관계를 갖는다. Fog는 약

한 선형관계를 가지며, NO2와 CO, S02는 뚜렷한 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5는 실험결과로써 복잡한 표로 되어있는 그림3

의 이해를 돕고자 결정적인 수치들을 그래프화 하여 가

독성을 돕고자한 그림이다.
수량, 평균풍속, 평균 상대습도, 평균 지면온도, 안개 

계속시간은 음적 선형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합계일조시간과 합계 일사, O3, 풍속은 선

형관계라 보기 힘들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미세먼지 배출 등의 데이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미

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자를 변수로 두고 실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표 1은 그림 4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트로써 그림4에서 꼭 확인해야 하

는 부분만 따로 다시 기재하였다.

-0.5 0 0.5 1

PM10
PM2.5
SO2
CO
NO2

Sunshine
O3

SolarRadiation
WindSpeed
Humidity

GroundTemperature
Temperature
Precipitation -0.176

-0.168

-0.167
-0.124

-0.078

0.022

0.036

0.048

0.409

0.491

0.507

0.764

1

Fig. 5 Pearson correlation graph

Table. 1 Pearson factor and numerical value

factor numerical value

PM10 1
PM2.5 0.764
SO2 0.507

CO 0.491
NO2 0.409

Sunshine 0.048

O3 0.036
Solar Radiation 0.022

Wind Speed -0.078 

Humidity -0.124
Ground Temperature -0.167

Temperature -0.168

Precipitation -0.176

Ⅴ. 결론 및 향후과제

먼저 미세먼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지면온도와 

일평균기온, 일조량과 일사량 등 아주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변수들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정도이

다. 그러나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PM10과 O3, 
NO2, CO, SO2, PM2.5, 합계일조시간 합계 일사는 양

적 선형관계를, 기상인자 변수인 일평균 기온, 일강수

량, 평균풍속, 평균 상대습도, 평균 지면온도, 안개 계속

시간은 음적 선형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에서도 합계일조시간과 합계 일사, O3, 풍속은 선형관

계라 보기 힘들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미세먼지 배출 등의 데이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미

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자를 변수로 두고 실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과제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세먼지

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인자 데이터를 최대한 많

이 확보하여 최대한의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미

세먼지 수치 예측 등 미세먼지에 관한 많은 연구에 기

여할 예정이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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