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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이 밝혀지며 예보정확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계 학습 기법을 도입하

여 예측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저농도 발생 비율이 매우 큰 미세먼지 데이터로 인해 전체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농도별 분리 예측 모델을 제

안한다. 이를 위해 천안 지역의 기상 및 대기오염 인자를 활용하여 저, 고농도별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전 영역 예측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RMSE, MAPE, 상관계수 및 AQI 정확도를 통한 성능 비교 결과, 전체 기준에서 

예측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AQI 고농도 예측 성능의 경우 20.62%의 성능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human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are revealed and demand for improved forecast accuracy is increasing. 
Recently, efforts is made to improve the accuracy of PM10 predictions by using machine learning, but prediction 
performance is decreasing due to the particulate matter data with a large rate of low concentration occurrence. In this 
paper, separation prediction model by concentration is propo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PM10 particulate matter 
forecast. The low and high 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 was designed using the weather and air pollution factors in 
Cheonan, and the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prediction model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experiments with 
RMSE, MAP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QI accurac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dictive performance was improved, 
and that 20.62% of the AQI high-concentration predic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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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 차량 및 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 문

제가 국내외 주요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
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은 

국경을 뛰어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및 북미, 동남아 지역은 국제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 물

질 배출 한도 및 감축량을 준수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4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

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의 목적으로 주요 현

안별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여 연 2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1-4].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다양한 크기, 모

양, 성분을 가진 입자 형태의 물질이며, 입경당 크기가 

10  이하인 경우 , 2.5이하인 경우 를 

뜻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의 흉부 부위를 통과할 수 있

을 만큼 작은 흡입 입자로, 오존과 같은 기타 대기오염 

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로 인

해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호흡기, 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 영향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

다[5-9].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수준의 증대로 인해 대

중들은 미세먼지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구분된 예보 정보를 확인하

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고농도 미

세먼지 예보정확도는 약 60% 수준을 나타내어 기존 

CMAQ와 같은 통계적 선형 방법과 더불어 기계 학습 예

측 모델을 도입하여 예측 정확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0-14]. 하지만 불규칙하게 발생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특징과 함께 저농도 발생 비율

이 매우 큰 미세먼지 데이터의 비율 문제는 기계 학습 

기반의 예측 모델 학습 시, 저농도로 과대 적합 된 예측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

세먼지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저, 고농도별 분리 예

측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상 인자 및 대기오염 

인자를 수집하여 고농도 기준인 81의 PM10 농
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통해 미세먼지 예측을 수행한다[15].

Ⅱ. 미세먼지 발생 요인

미세먼지의 경우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으로 구

분된다. 자연적 발생의 경우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발생은 보일

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매연, 건설현장의 날림먼지 등이 있다. 
이중 인위적 발생은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으로 구분

된다. 1차적 발생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

지를 뜻하며, 2차적 발생의 경우 발생원에서는 가스 형

태로 배출되었으나, 해당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

을 통해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하는 경우를 뜻한다. 
2차적 발생에 기여하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은 , 

, , 등이 있다[16-18].

또한, 미세먼지의 경우 기상 조건으로 인한 고농도 발

생 현상도 존재한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산간분지지

역의 경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역

전’ 현상이 발생한다. 기온역전이 발생하면 고도가 낮은 

쪽에 무거운 공기가, 높은 쪽에 가벼운 공기가 위치하여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지상의 미세먼지가 계속해

서 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16]. 또한, 풍속과 상대습도

에 따른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Shin et. al.의 연구에서는 기상인자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기상인자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점

차 감소하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습도가 높아질

수록  농도가 상승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습도 40%부터 10% 증가 시마다 평균 6.7%의 미세

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습도

가 2차적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9]. X. Zhou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기상인자와 미세먼

지( )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은 풍속에 의한 농도 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경우 풍속, 강우량, 일사량

에 의해 농도가 저감되고, 기온의 상승에 따라 농도가 

상승되는 특성을 보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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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ep neural network 기반 농도별 분리 
예측 모델

3.1.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셋 구성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

을 고려하여 천안 지역의 시간별 기상 데이터와 대기오

염 물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상 데이터의 경우 온

도, 평균 풍속, 최다 풍향, 상대습도로 구성되며, 대기오

염 물질 데이터의 경우 오존(), 이산화질소(), 일

산화탄소(), 이산화황(), 미세먼지()로 구

성된다. 이 중,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의 경우 측정소 장

비 유지 보수와 같은 결측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

석동, 성성동, 성황동 세 측정소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09년부터 10년간이

며, 각 데이터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에어코리아의 최

종 확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후 16방위로 표현된 범주

형 변수인 최다 풍향의 경우, one-hot encoding을 통해 

16개의 이진 벡터로 전처리하였으며, 서로 다른 scale을 

가진 변수들을 모델 학습에 적합하도록 min max scaling
을 통해 0~1 사이의 값으로 scaling 하였다.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의 경우, 수집된 전체 데이

터의 75%를 training set, 25%를 test set으로 분리하였다. 
이때, 미세먼지 고농도 기준인 81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 셋을 분리하여 저농도, 고농도 예측 모델에 사용

하였다. 표 1은 모델별 데이터 셋의 구성을 나타낸다.

Table. 1 Data set configuration of models

Model
Number of samples

Training Test

Total 65,411 21,804

Low 56,665 19,713

High 8,746 2,091

3.2. 모델 설계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를 모델링 한 인공

신경망은 신경망의 최소 단위인 뉴런(node)들 사이의 

연결 패턴, 연결의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 뉴런

의 가중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주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 

정의된다. 그림 1은 신경망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Structure of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의 layer 구조는 input, hidden, output 
layer로 구분된다. 이때, hidden layer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심층신경망(DNN)으로 구분한다. 각 node의 input
은 synapse에 부여된 가중치(weight)와 곱해지며 다음 

노드로 전달되고, 전달받은 node의 input은 활성화 함수

를 거쳐 다음 노드의 input 값으로 사용된다. 활성화 함

수는 일반적으로 sigmoid, hyperbolic tangent, ReLU 함
수가 사용되며, 그 종류에 따라 input 값을 0과 1, -1과 1 
사이의 출력으로 변환한다[21].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예측을 위해 DNN을 기반으

로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생성된 model의 input node는 시점의 기상 및 대기

오염 데이터,   농도를 포함한 총 24개의 node로 구

성되며,  시점의 특성을 통해 시점의   농도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모델 훈련 과정에

서 과대 적합을 막기 위해 hidden layer마다 L2 규제와 

dropout 층을 추가하였으며, 모델의 활성화 함수는 

ReLU, 최적화 함수는 adam을 사용하였다.
신경망 모델은 layer별 node의 수, hidden layer의 수, 

학습 횟수, 규제에 따라 각기 모델의 출력이 달라져 예

측 모델에 맞는 적합한 hyperparameter 선정 작업이 중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예

측 모델의 최적 hyperparameter를 선정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총 3,600개의 후보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그리드 탐

색 기법을 통한 모델별 hyperparameter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해당 과정에서 일반화 성능이 높은 hyperparameter 
값을 선정하기 위해 교차 검증 방법의 하나인 k-fold의 

fold 수를 3으로 설정하여 hyperparameter 탐색을 수행

하였다. 또한, 제안한 농도별 분리 예측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추가로 미세먼지 전 영역을 예측하는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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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hyperparameter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표 3은 해당 
과정을 통해 선정된 모델별 hyperparamter를 나타낸다.

Table. 2 Hyperparameter grid

Parameter Values

Layer 1, 2, 3 

Hidden node 20 ~ 200 (20 per interval)

L2 penalty 0, 0.001, 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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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 size 20, 40, 60, 80, 100

Table. 3 Hyperparameter by models

Parameter Low model High model All range 
model

Layer 3 3 2

Hidden node 20 20 60

L2 penalty 0.001 0.001 0.01

Dropout rate 0 0 0.1

Batch size 100 60 80

Ⅳ.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설계된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를 위해 3장에서 선정된 hyperparameter를 사용하여 모

델을 학습하였다. 모델의 구현은 keras library(ver. 
2.2.4)를 사용하였으며, backend로는 tensorflow 1.14.0
을 사용하였다. 표 4는 각 모델의 학습 환경을 나타낸다.

Table. 4 Model learning environment

Specifications

OS Windows 10 pro

CPU AMD Threadripper 2990wx
(32 core, 64 thread)

Memory DDR4 128GB

GPU Geforce RTX 2080ti

모델 학습 과정에서 training set의 80%는 train data
로, 나머지 20%는 모델의 학습 성능 검증을 위한 

validation data로 활용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과

다 학습으로 인한 과대 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20회 이상 

검증 손실이 향상되지 않을 때 학습을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early stopping callback을 설정하여 각 모델을 학

습시켰다. 학습 결과, 전 영역 예측 모델의 경우 학습 횟

수 35회, 저농도 모델의 경우 학습 횟수 72회, 고농도 모

델의 경우 학습 횟수 95회에 학습이 종료되었다. 이후, 
test set을 통해 실제 미세먼지와 훈련된 모델별 예측치

의 비교를 수행하였다[15]. 각 모델별 예측 성능의 평가 

기준은 test set의 실제   농도 값과 모델의 예측 농도

값을 사용하여 평균 제곱근 오차(RMSE), 평균 절대 백

분율 오차(MAPE),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였으며, 실제 

농도와 예측 농도값을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되는 AQI
로 변환하여 모델별 예측 정확도 역시 평가하였다. 그림 

2와 3은 test set 중 2018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의 예

측 모델별 비교 그래프이다.

Fig. 2 Low concentration predict model result(3 month)

Fig. 3 High concentration predict model result(3 month)

각 모델의 예측 그래프를 확인하였을 때, 모든 모델이 

전반적으로 예측값과 실제 값의 비슷한 상승, 하강 추세

를 보였다. 그러나, 전 영역 예측 모델의 경우 저농도 예

측 시에 저농도 경곗값인 80 근방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고농도 예측 시

에는 고농도 경곗값인 81 근방에서 미세먼지 농

도를 과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그래프상으

로 전 영역 모델과 제안 모델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제안 모델의 예측 성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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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능 평가 기준에 따른 전체 test set의 예측 성능 평가 

결과이다.

Table. 5 Predictive performance evaluation by models

All range 
model Low model High model

stop epoch 35 72 95

RMSE 7.12 (low)
15.7608 (high) 6.7276 13.8184

MAPE 14.4341 (low)
12.3409 (high) 14.1609 8.3481

Correlation 
coefficient

0.9173 (low)
0.8768(high) 0.9247 0.8800

Total AQI 88.71% (low)
74.84% (high) 89.63% 95.46%

AQI good
(0-30 )

79.9% 78.45% -

AQI moderate
(31-80 )

93.14% 95.23% -

AQI bad
(81-150 )

75.5% - 96.83%

AQI very bad
(151~)

65.44% - 75.74%

각 모델의 RMSE를 비교했을 때, 농도별 예측 모델이 

전 영역 예측 모델보다 저농도, 고농도 모두 낮은 오차

값을 나타냈으며, MAPE 역시 농도별 예측 모델이 전 

영역 예측 모델보다 낮은 백분율 오차를 나타내었다. 특
히, 고농도의 경우 전 영역 예측 모델에 비해 3.9928% 
낮은 MAPE 값을 보였다. 또한, 상관계수 값 역시 전 영

역 예측 모델보다 제안하는 모델이 근소하게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실제   농도와 예측 농도값을 미세

먼지 예보에 사용되는 AQI 구분으로 변환하여 정확도

를 확인했을 때, 저농도의 경우 전 영역 예측 모델에 비

해 근소한 성능 차이가 있었으나, 고농도의 경우 

20.62%의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다.

Ⅴ. 결  론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는 

대기오염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

지의 경우 호흡기의 흉부 부위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흡입 입자로서 심혈관, 호흡기, 뇌혈관 질환 등 인

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

해 대중들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예

보 정보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저농도 발생 비율이 매우 

큰 미세먼지 데이터의 비율 문제는 기계 학습 기반의 예

측 모델 도입 시 저농도로 과대 적합 된 예측 결과를 발

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예

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기준인 81

 PM10 농도를 기준으로 DNN 기반의 저, 고농도

별 분리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10년간의 

천안 지역 시간별 기상, 대기오염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

델별 최적 hyperparameter를 선정하여 농도별 예측 모델

을 설계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과 성능 비교를 위

해 DNN 기반의 전 영역 농도 예측 모델의 최적 

hyperparameter 탐색 및 모델 설계 역시 수행하였다. 이
후 선정된 모델별 hyperparameter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

고, RMSE, MAPE, 상관계수 및 AQI 예측 정확도를 기

준으로 모델별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Test set 중 3개
월 간의 예측 모델별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모델

이 예측값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와의 근사한 상승 하강 

추세를 보였으나, 전 영역 예측 모델의 경우 저농도 예

측 시에 80 근방에서 농도를 과대 예측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고농도 예측 시에는 81 근방에서 

농도를 과소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델의 예

측 성능 평가를 위해 전체 test set의 예측 결과를 사용하

여 실제  농도와의 RMSE, MAPE, 상관 계수 및 

AQI 예측 정확도 비교 결과 전체 기준에서 전 영역 예측 

모델에 비해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농도 예측 성능의 경우 AQI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20.62%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향후 딥러닝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알고리즘별 예측 성

능을 비교하고, 해당 모델의 활용을 위해 저, 고농도의 

미세먼지 분류를 위한 분류 모델을 설계하여 전체 모델

을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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