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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산업화 및 인구과밀화로 인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천식과 같은 호흡계 질환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을 기반으로 
천식과 같은 질환에 대기 오염 인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수집 표본 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며, 의료계 종사자 이외에는 연구의 시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대기 환경 데이터와 천식 발병 빈도 수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천식 발병 빈도를 예측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시차를 적용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대기오염 인자가 천식 발병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구축된 학습데이터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활용되며, 천식 발병 빈도의 예측에 최적화 된 모델
을 설계하였다. 모델의 평균 대비 오차율은 약 11.86%로 타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국가 보험 체계 및 보건 예산 관리에서의 효율화 및 병원에서의 의료 
인력 배치 및 수급에의 효율성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천식 질환자에 대한 대기 환경별 발병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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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has become a global concern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overcrowding. Air pollution can cause various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mong which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asthma, which have been of interest in this study, can be directly affected. 
Previous studies have used clinical data to identify how air pollutant affect diseases such as asthma 
based on relatively small samples. This is high likely to result in inconsistent results for each collection 
samples, and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at research is difficult for anyone other than the medical 
profession. In this study, the main focus was on predicting the actual asthmatic occurrence, based on 
data o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data relea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requency of asthma 
outbreaks. First of all, this study verifi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each air pollutant with a time lag on 
the outbreak of asthma through the time-la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econd, train data built 
on the basis of verification results are utilized i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models optimized for 
predicting the asthmatic occurrence are designed. The average error rate of the model was about 
11.86%, indicating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other machine learning-based algorithms.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d for efficiency in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and health budget 
management, and can also provide efficiency in the deployment and supply of medical personnel in 
hospitals. And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through early warning of the 
risk of outbreak by atmospheric environment for chronic asth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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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대기오염의 증가와 천식
산업의 고도화 및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활동성 및 자원의 소비량 증대는 대기 오염 물질의 증
가와 더불어 인류의 건강상태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 인체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은 그 영향력이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 일례로, 1952년 발생한 런던의 스모그 현상은 대
기의 정체와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급증으로 인해 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대기 오염 물
질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2]. 

대기 오염 물질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오염 물질의 복
합적 작용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단일 
물질의 인체에 대한 영향력 대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중 호흡계 질환의 유병률은 특히 대기 오염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5]. 그 중 
도시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 사회경
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호흡계 질환인 천식
은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 다양한 대
기 오염 물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8].

2. 천식에 대한 대기오염인자의 영향력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오염 인자는 SO2, NO2, O3 및 CO와 같은 기체성 물질
과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 기
체성 물질은 대기의 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 등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부산물에 
기인한다. 기체성 물질 중 SO2는 석유를 연소할 때 원
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물질이
다. 다량의 SO2에 대한 노출은 기도 수축을 유발, 타 대
기 오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식의 유병률을 높
일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다[9][10].

NO2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발생원으로, 이로 인
해 도시화 및 산업화 된 지역에 발생 농도가 높은 경향
이 있다. NO2에 대한 노출은 기도 과민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천식 환자의 폐 기능을 감소시키는 등 천식 
발병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다
[11][12].

O3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NOX와 CXHX

가 태양 광선과 광화학산화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생성
된다. O3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
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에 인체에 대한 영
향력이 증대된다. 대기 중 O3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기 환자의 폐 기능 감소 및 기도 과민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13][14].

 CO는 CXHX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연소장치 및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발생원으로 손꼽힌다. CO에 대한 인체의 장기간 
노출은 호흡 대사의 방해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5].

마지막으로 산업화가 유발한 최악의 부산물이자, 세
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기도 
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고체 상태와 
입자와 액체 상태 입자의 혼합물로 구성된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에 따라 지름이 10μm 미만인 
경우 PM10으로, 지름이 2.5μm 이하인 경우 PM2.5로 
불리운다. 이들은 주로 산업 공정에서의 연소 과정 및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1차 오염 물질이 다른 
물질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PM10은 상기도 
혹은 기관지에 침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PM2.5는 상대
적으로 작은 입자의 크기로 인해 소기도 혹은 폐포에 
침착되는 등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16][17].

3. 관련 선행연구
대기 환경 인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

는 천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병
률이 증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천식의 발병은 개인에 대한 진료비 부담 및 국가적 차
원에서의 생산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질환자에 
대한 실직 위험 또한 높은 등 국가 및 개인에 사회적 비
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18].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
는 천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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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19]. 또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이 가속화 된 현 시점에서,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임상 사례 기반의 천식 
유발 인자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당장의 실현 가능성
이 높지 않은 환경적 정책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성된 대기 환
경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명확한 환자 수의 예측이 가
능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건 정책 전개 및 예산 
분배, 병원 내 응급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효율화를 이
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상 사례 데
이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대기 환경에 대한 
장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식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 후 실제 천식 발병 환자의 수를 예
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대기 환경 데이터
를 질병 발병 빈도 예측에 접목한 사례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나, 대기 환경 자체를 예측하는 연구는 다소 진
행되었다. McKendry의 연구에서는 대기 환경 인자 및 
기상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일별 농도를 예
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타 모형 대비 DNN의 
성능 우수성을 입증하였다[20]. Shahraiyni 외의 연구
에서는 미세먼지 예측에 다중회귀분석 모델 대비 NN 
모델의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한 후, 천식 발병 환자 수와 대기환경인자 간 영향
력을 시차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 딥러닝 모형에 학습하여 천식 환자 수 
예측에 최적화 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후 타 예측 모
형과 성능 비교를 통해 구축된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
였다.

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활용된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크게 대기 환경 데이터와 

천식 발병 빈도 데이터로 구분된다.
그 중, 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된 대기 환경 데이터

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Air Korea 웹사이트에서 
2015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측정소에서의 시간별 대기 오염 자료를 
일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Air Korea는 전국 112개 
시, 군에 설치된 398개의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대기환
경물질의 농도를 국가 대기 오염 정보 관리시스템
(NAMIS)에 누적, 대국민 공개하는 사이트로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해당 사
이트를 통해 대기 환경 인자의 종류는 CO, O3, SO2, 
NO2 및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고 있으며, 변
수의 시계별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기 환경 데이터의 일별 흐름

본 연구에서의 예측 목표로 활용할 천식 발병 빈도 
수 데이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과거 진료 건수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수집하였고, 
2015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
국 서울에서 발생한 진료 건수만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병원 휴진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 가능한 천식 환자 수 대비 과소
계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 제외하였으며, 대기 환경 인자 또한 동 기간의 데이
터는 제외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2]는 
최종 추출된 천식 발병 빈도의 일별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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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식 발병 빈도 데이터의 일별 흐름

상기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외생변수로 인
한 모형 내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대
기 환경 인자가 실제 천식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만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종
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2. 상관분석
앞선 임상 자료 기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활용된 대기 환경 인자들은 천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자료 기
반이 아닌, 실제 당일의 대기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질의 변화가 천식 발병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대기 환경 인자는 전일의 
데이터에 후일의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대기 환경 인자가 즉

각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기간 간 환경적 변화의 누적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대기 환경 인
자는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시계열(Time-Series) 데이
터이며 당일의 대기 환경이 천식 환자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일정 기간의 누적 시차를 두고 그 영
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모형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시차 p를 가지는 피어슨 상관관
계(Pearson Correlation)을 수행, 실제 천식 발병에 
유의성을 나타내는 시차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피어슨 상관관계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p는 각 대기 환경 인자의 시차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의 상한을 일주일, 즉 주말을 제외한 1~5
의 범위로 한정하여 단기 시계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Percentiles
Variable 평균 중앙값 첨도 왜도 최소 25th 75th 최대

천식 발병 수 (명) 5,859 5,737 0.17 0.56 2,699 4,728 6,724 11,881
대기 환경 인자

SO2 (ppm) 0.005 0.005 3.321 1.216 0.003 0.004 0.006 0.013
CO (ppm) 0.564 0.520 1.338 1.217 0.280 0.443 0.64 1.21
O3 (ppm) 0.020 0.020 -0.377 0.374 0.003 0.012 0.03 0.05

NO2 (ppm) 0.037 0.036 0.084 0.547 0.014 0.028 0.05 0.08
PM10 (μg/m3) 46.763 43.393 122.845 7.150 7.975 31.77 57.2 555.69
PM2.5 (μg/m3) 24.348 22.154 2.249 1.229 3.275 15.37 30.4 87.82

표 1. 활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 1 2 3 4 5
SO2   0.33 ***     0.32 ***    0.34 ***    0.31 ***     0.33 ***
CO    0.35 ***     0.34 ***    0.37 ***    0.34 ***     0.34 ***
O3   -0.29 ***    -0.29 ***   -0.29 ***   -0.32 ***    -0.33 ***

NO2    0.27 ***     0.27 ***    0.32 ***    0.29 ***     0.28 ***
PM10    0.29 ***     0.28 ***    0.23 ***    0.19 ***     0.21 ***
PM2.5    0.19 ***     0.18 ***    0.17 ***    0.13 ***     0.14 ***

1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시차는 음영 표기함. 

표 2. 대기 환경 인자별 천식 발병 빈도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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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모든 대기 환경 인자는 천식 발
병에 유의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인자는 천식 발병 빈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03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임상 연구 기반의 선행연구
[13][14]와 다소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
제 단일 대기 환경 요소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로, 다
양한 변인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활용한 임상 
데이터 기반 분석의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SO2 및 CO, NO2는 3일 간의 누적 영
향이 천식 발병에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O3는 5일 간의 누적 영향이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기체성 물질 
대비 입자성 물질의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 
전일의 농도가 천식 발병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Ⅲ. 딥러닝 모델

1. 학습 변수의 구성
앞서 본 연구에 활용될 데이터에 대한 피어슨 상관분

석을 통해 실제 인자가 천식 발병 빈도에 가장 높은 영
향을 미치는 시계를 파악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선정
한 연구의 목표는 과거의 대기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천식 발병 빈도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모형에 
학습시킬 변수의 구성에 실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계
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대기 환경 인자 별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토대로 파악한 시차 p는 
SO2, CO, NO2가 3이며 03가 5, PM10 및 PM2.5가 1이
므로 해당 인자별 시차 p를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의 구
성을 변경·취합하였다. 예를 들어 천식 발병이 1월 10
일의 데이터일 경우 SO2, CO 및 NO2는 1월 7일의 데
이터를, 03는 1월 5일의 데이터를, PM10 및 PM2.5는 1
월 9일의 데이터를 같은 행에 배치하여 모든 변수가 천
식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기준으로 학
습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 이외에 주말 및 공휴
일 등 병원 휴진이 예상되는 일자 전일 및 후일의 임의
적 환자 수 급증을 통제하고자 이에 대한 가변수(Hol)
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으며, 각 인자가 내포하고 있

는 계절성을 감안하여 계절형 가변수 (Su, Au, Wi)를 
추가하였다. 최종 구축된 학습 변수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Original Variable Final Variable
Asthmatic Occurrence Asthmatic Occurrence t

SO2 SO2 t-3

CO CO t-3

O3 O3 t-5

NO2 NO2 t-3

PM10 PM10 t-1

PM2.5 PM2.5 t-1

Hol Hol t 
Su Su t

Au Au t

Wi Wi t

표 3. 시차 p를 반영한 학습데이터의 구성

이와 같이 실제 천식 발병에 가장 연관성이 큰 것으
로 판단된 변수별 시차를 기준으로 각 행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데이터 내 선형연관성을 예측에 활용된 DNN 
모형에 적절히 반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미래 천식 
환자 예측에 대한 성능을 고도화 시켜줄 것이라 기대된
다. 구성된 변수 중 2015년∼2017년 동안의 데이터는 
모형의 구축에 활용될 학습데이터로, 2018년도의 데이
터는 모형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로 구분하여 
추후 모형 성능의 신뢰성 있는 검증에 활용하고자 하였
다.

2. 딥러닝 기반 천식 발병 빈도 예측 모델
대기 환경 인자는 천식에 단일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인자 간 복합적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영향력이 
증대 혹은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적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결과값에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 판단, 회귀분석 등 선형적 영향관계 기반의 통
계적 모델은 예측 모형에의 활용성이 제한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인자 단일 영향력에 대한 반영 및 인
자 간 복합적 영향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Deep 
Neural Networks(DNN) 모델을 활용하여 인자 간 비
선형적 패턴을 예측 모형에 복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
였다.

DNN 모델은 최근 컴퓨팅 파워의 향상 및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을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된 모델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천식 환자 발생 예측에 대한 연구 679

이다. DNN은 선형 회귀와 같은 일반적인 통계 모델과
는 달리 실제 현실의 문제와 유사한 비선형성을 고려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DNN은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층, 변수 간 복합적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한 복수 
개의 은닉층과 최종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출력층으로 
구성된다. 각 은닉층의 노드는 출력층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 결과값을 도출한다. 상기의 과정은 최종 
출력층에서 산출된 오차를 기반으로 각 층 사이의 가중
치를 갱신, 모형의 예측 성능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최
적화된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의 목표로 삼은 일별 천식 발생 빈도 예측을 
위해 구축된 DNN 모형은 4개의 Hidden Layer에 각 
Hidden Layer 별 64개의 노드를 포함, 인자 간 복잡
한 패턴을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외 Hyper 
Parameter는 최대 200 Epochs, 0.001 Learning 
Rate로 구성하였다. 이때, 학습 시 Epoch별 Loss의 감
소세가 확연히 줄어들 경우, Early Stopping을 반영하
여 최적의 Epochs를 학습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Fully Connect 층 이후 Drop-out 층을 추가하
여 학습 시 10%의 노드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
인 DNN 모형의 구조는 [표 4]와 같다. 

Type Size Param
Fully Connect (10 X 64) 704

Drop-out 0
Fully Connect (64 X 64) 4160
Fully Connect (64 X 64) 4160
Fully Connect (64 X 64) 4160
Fully Connect (64 X 1) 65

표 4. DNN 모형의 구조

초기 데이터가 가진 시계열적 특성은 시차 p를 활용
한 변수의 재구성에서 모두 반영 되었다고 판단, 
Random Sampling을 통해 모형의 과적합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Adam Optimizer를 활용하여 모
델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손실함수로는 타 지표 대
비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판단 

가능한 MAE(Mean Absolute Error)를 활용하였다. 
구축된 예측모형의 Loss Graph는 [그림 3]과 같다. 
Loss가 학습데이터 및 검증데이터에서 모두 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매우 
적어, 모형의 과적합이 안정적으로 방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DNN의 Loss Graph

구축된 DNN 모형의 검증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예
측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실제 검증데이터 상의 1년
간 일별 천식 발병 빈도와 예측 결과가 전체적 흐름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성 또한 적절히 
예측되고 있어 모형의 예측 성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구축된 DNN 모형을 활용한 천식 발병 빈도 예측 결과

최종적으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 시차 p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 DNN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구축된 
모형의 성능을 비교·검증하였다. 성능 평가의 척도로는 
회귀 예측모델로 구현된 본 연구의 목적성을 반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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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활용되는 MAE(Mean Absolute Error), 
MSE(Mean Squared Error), RMSE(Root Mean 
Squared Error) 및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모두 도출하여 정밀한 평가를 수
행하고자 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 모델 
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차p를 활용한 DNN 모델의 
성능이 MAE 기준 일별 평균 천식 발병 빈도 대비 오류
율이 약 11.86%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식 발병 빈도에 가장 높은 유
의성을 보이는 시차 p를 활용하여 예측성능을 극대화 
한 점,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서의 선형성만
을 반영한 모형 대비 비선형적 패턴을 모형에 모두 반
영할 수 있는 DNN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된다.

Method MAE MSE RMSE MAPE
(Proposed)DNN 694.95 846504.75 920.06 11.72

MLR 755.35 967260.21 983.49 13.14

DNN 802.63 1404395.75 1185.07 13.28

표 5. 구축된 모형과 MLR, DNN의 성능 평가

Ⅴ. 결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의 활동성이 증대, 이로 
인해 파생된 대기 오염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다. 그 중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이러한 문
제에 즉각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임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질병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 시
대에 발맞추어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 인자에 대한 천식 발병 빈도
를 예측하는 모델 구축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제안한 시차 p 기반의 DNN 모델은 모형 내 학습에
서의 인자별 선형 및 비선형적 패턴이 복합적으로 반영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대기 환경 인자가 천식 
발병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Coefficient가 극대화 되는 시차 p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인자는 전일 환경이 당일 천식 

발병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SO2 및 03의 경우 약 5일 간의 환경적 누적이 천식 발
병에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O3

는 기존 임상 실험 기반 선행연구와는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임상 실험 기반의 
복합적 환경에서 파생되는 질병에 대한 영향력 대비 실
제 단일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의 해석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시차 p를 반영한 DNN은 모델은 
MAE가 약 11.86%로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
으며, 학습데이터에서의 성능과 검증데이터에서의 성능
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모형의 실제적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인 선형 모형인 회귀분석
모형, 시차를 반영하지 않은 DNN 모형과의 성능 비교 
결과 또한 구축된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모형에의 영향력 있는 시차에 대한 반영이 성능 향상에 
유의할 것이라는 가정이 옳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천식 환자에 대한 임상 데이터 기
반의 한정된 표본으로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상시 업
데이트 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 및 성능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에서 모형의 일부 응용을 통해 별도 예측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 할 수 있다. 본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발
생할 질병 예측을 통해 국가 의료보험 체계 및 예산 배
정의 효율성,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관리가 미흡했던 기저질환자
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기준점으로 활용되어 
미래 발생할 위험 징후에 대한 사전 Alarming 방안으
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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