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인체 영향에 대한 
많은 발표로 인해 미세먼지 예보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
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선진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예보 확인은 일상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1]. 이로 인해 높은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요구
하고 있으나, 공간과 시간에 따라 크기와 화학 성
분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미세먼지 비선형 성질로 
인하여 예보 정확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존 통계적 선형 방법보다 좋은 결과를 제
공하는 기계학습 예측 모델 적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AQI(Air Quality Index) 지수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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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인체 영향에 대한 많은 발표로 인해 미세먼지 예보는 많은 대중의 관
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 모델링 기법과 함께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예측을 위해 다층 퍼셉트론 신
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AQI 지수 예측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
상 인자와 미세먼지 농도값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4단계의 미세먼지 AQI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다.

ABSTRACT

With many announcements on air pollution and human effects from particulate matters, particulate 
matter forecasts are attracting a lot of public attention. As a result,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the accuracy of particulate matter forecasting by using statistical model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 In this paper, the particulate matter AQI index prediction is performed using the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for particulate matter prediction. For this purpose, a prediction model is 
designed by using the meteorological factors and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values commonly used in 
a number of studies, and the accuracy of the particulate matter AQI prediction is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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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된 기상 인자와 미세먼지 농도값을 이용하
여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4단계의 미세먼지 AQI 
지수를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다.

Ⅱ. 예측 모델 설계

예측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과거 10년간
(2009년~2018년 9월) 천안 지역의 온도, 평균 풍속, 
최대 풍향, 습도와 같은 일 평균 기상 데이터와 
, , , , 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의 경
우, 측정소 장비 유지 보수로 인한 결측치를 최대
한 제거하기 위하여 천안 지역 측정소 3곳의 데이
터를 평균을 취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최대 풍향 
데이터의 경우 16방위로 표현된 범주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one hot encoding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를 수행 후 총 24개의 노드로 구성된 input layer를 
구성하였다. Hidden layer의 경우 3개의 은닉층으로 
구성하였으며, 활성화 함수는 ReLu, 최적화 함수는 
adam을 사용하였다. Output layer의 경우 AQI 지수
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분류하기 위해 
4개의 노드로 구성하였으며, softmax를 활성화 함
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예측 모델의 하이퍼 파라
미터 최적화를 위해 랜덤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표 1과 같이 모델의 최종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표 1. 모델 parameter

Parameter Value
hidden layer nodes 20, 20, 20

batch size 60
dropout rate 0.2
l2 penalty 0.001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된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모델 학습 후 실제 미세먼지와 예측
치의 AQI 지수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해 총 데이터의 75%를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였
으며, 예측 성능 비교를 위해 25%의 데이터를 검
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체 데이터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비
율을 고려하여 교차 검증을 통한 모델 학습을 진
행하였다. 그림 1은 학습 횟수를 150으로 설정하였
을 때 모델의 평균 loss 및 accuracy 그래프이며, 
loss는 0.51, accuracy는 0.81을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학습 횟수가 약 50~60회에 도달했을 
때, 검증 데이터의 accuracy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
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loss 역시 더 이상 감소되
지 않고 학습 횟수가 증가될수록 loss값이 상승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과도한 학습 횟수 설정은 학
습 수행 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과대 적합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학습 횟수를 50, 55, 60으로 
설정하여 각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2는 각 학습 
횟수별 실제 미세먼지 값과 예측 결과의 AQI 지수
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1. 예측 모델 loss 및 accuracy(epoch=150)

표 2. 학습 횟수 별 예측 결과 비교

AQI 
지수

빈도
학습 횟수

50 55 60
total 884 80.2% 80.7% 80.8%
좋음 198 63.6% 64.6% 62.1%
보통 606 93.1% 92.1% 93.4%
나쁨 74 25.7% 35.1% 32.4%
매우 

나쁨
6 0% 16.6% 16.7%

실험 결과 각 학습 횟수에 따라 근소한 예측 성
능 차이를 보였으며 학습 횟수가 60회 일 때 
80.8%의 최고 정확도를 보였다. ‘매우 나쁨’의 AQI 
지수의 경우, 발생 빈도가 6회로 매우 적어 정확한 
예측 성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예측 오차 값을 
확인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예측을 ‘나쁨’으로 과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사용한 미세먼지 AQI 지
수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약 10년 치
의 천안 지역 일평균 기상 및 대기오염 물질 데이
터를 활용하여 설계한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
였다. 실험 결과, 전체 예측 정확도는 약 80%를 나
타내었으나 AQI 지수중 ‘나쁨’과 ‘매우 나쁨’의 예
측 결과가 각각 약 33.7%, 16.7%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예측 결과를 확인한 
결과 ‘나쁨’ 이상의 데이터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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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낮은 AQI 지수로 과소예측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전체 AQI 지수의 발생 빈도의 대부분을 
‘좋음’과 ‘보통’이 차지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이 상대적으로 적어 발생하
는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와 상
관도가 높은 설명 변수의 추가와 함께 계층별 교
차 검증을 통한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을 고
르게 할 경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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