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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오염은 넓은 지역에 누적적인 피해를 입힌다

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이

고, 그 위험성은 지난 1952년 런던 스모그 사태 이후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대기 오염 문제 중 하나인 미

세먼지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1-4, 16], 미세먼지가 2013년 WHO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신체에 상

당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에

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스모그로 인한 심장마비로 

7명이 사망했으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울, 경기지역에서 한해 30세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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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여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연구결과

가 나오기도 했다[5]. 실제로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

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는 등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세먼지 자체가 갖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더해

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측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해결

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속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해 

국내 대기질 예보의 성능과 속도를 향상한 연구[16]

가 있으나, 측정소가 없는 장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세먼지 예방과 

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세먼지 측정소는 설치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면적 

53.44 km2의 경기도 부천시는 5개의 미세먼지 측정

소를 운용 중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갖는 약간의 시

간적, 공간적 종속성만을 이용해 측정소가 없는 구역

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

용해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label을 추정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와 

측정치를 이용해 다른 구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

하는 방법으로는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한 방

법과 도시 영상을 이용한 방법[6]이 있는데, 이들은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 도시 대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교통 흐름, 기상 데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구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종 도시 데이

터를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어 왔으나 많은 경험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는 점에서 모든 도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7]. 도시 데이터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에 맞

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추

정한 연구[2]는 추정한 결과를 다시 학습에 사용한다

는 점에서 추정이 잘못되었을 때 오류가 누적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천시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이 갖는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추출한 특징을 domain adaptation[8-

10] 기반의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

[11]를 이용해 학습함으로써 각 특징에 대해 실제 측

정소로부터 측정된 값(label이 있는 데이터)이 부족

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학습된 모델을 이

용해 각 구역의 시간별 PM10 농도를 추정한 결과 학

습에 사용한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증가함

에 따라 다른 방법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제안

한 방법은 특정 도시만이 갖는 특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추론 모델을 다른 여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데이터

를 획득하는 방법과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학습에 사

용할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4장에서 

domain adaptation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하

고, 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이용해 미세먼지 농

도를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해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는 지역의 PM

10 농도에 따른 label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CRFs

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시스템 개요

부천시의 각 구역이 갖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구글 지도 api를 이용해 부천시를 0.5km × 0.5km의 

크기를 갖는 360개 구역으로 나눈다. 각 구역 중 미세

먼지 측정소가 위치한 곳의 대기 품질 지수(AQI, Air

Quality Index)에 따른 label은 에어코리아에서 제공

하는 Table 1를 따르고, 대기 오염물질 중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μm)을 기준으로 한

다.

본 논문에서는 [2]의 구조에서 학습 알고리즘으로 

오차역전파법을 사용하는 인공신경망(ANN, Artifi-

Table 1. PM10 concentration and corresponding label

PM10 Concentration
(μg/m3)

Label Color

0∼30 Good Blue

31∼80 Normal Green

81∼150 Bad Yellow

More than 150 Very Ba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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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l Neural Network)[12]과 조건부 무작위장(Con-

ditional Random Field)[13] 대신 DANN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11]을 사용함으로써 

오류의 누적을 막고, 다른 여러 오염물질에 대한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과 추

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 부분에서 각 

구역에서 추출한 특징과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그리

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DANN 에 넣어 학습시킨 

모델을 생성하고, 추론 부분에서는 생성된 모델과 입

력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특징을 이용해 원하는 구역

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한다.

3. 특징 추출

3.1 기상 데이터(Meteorological data)

시간적 데이터는 도시 데이터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상 데이터의 경

우 부천시의 각 동의 기온, 습도, 강수량, 풍속 데이터

를 사용한다. 기상청에서 부천시의 각 동별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반해,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할 단위는 부

천시의 각 구역이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하기 전에 데

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획득한 부천

시의 각 구역이 속한 동별 데이터     

에 다음 식과 같이 연속균등분포함수를 갖는 ran-

dom noise를 생성해 데이터에 더한 값을 해당 동에 

속한 구역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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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동의 기상 데이터의  시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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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소이

다. 
는 번째 동의 시간 에서의 기상 데이터를 나

타내고, 
는 번째 동에 속한 번째 구역의 시간 에

서의 요소별 기상 데이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값은 24로 설정한다. noise를 생성해 각 구역에 적

용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3.2 교통 데이터(Traffic data)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평균통행속도를 해당 구

역의 값으로 설정하고, 통과하는 도로가 없을 경우에

는 그 구역과 인접한 구역에 있는 도로의 평균통행속

도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정체되었을 때 해

당 구역의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구역을 통과할 경우 구역을 통

과하는 모든 도로 구간의 평균통행속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Fig. 3. 참조).

부천시 내의 모든 도로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

고, 포함하거나 가까운 도로가 없는 구역도 있기 때

문에 모든 구역이 교통 데이터를 갖지는 않는다. 그

러한 구역은 0을 할당해 학습을 할 때 통행속도를 

제외한 다른 특징(기상 데이터)을 이용해 학습을 진

행하도록 한다.

Fig. 1.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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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은 도로 구간 집합 에 속한 구간들

의 평균통행속도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 구역 와 에 인접한 구역에 속해 있는 

도로 구간 집합을 나타낸다.

교통 데이터는 2개 이상의 구역이 같은 도로를 공

유할 경우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기상 데이터와 마

찬가지로 식 (1)을 따르는 random noise를 생성시켜 

적용한 값을 정규화하여 특징으로 사용한다.

4. 학습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학습 데이터 중 la-

bel이 있는 데이터에 비해 label 이 없는 데이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15]. 본 논문에서는 Ganin

등이 제안한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

(DANN)[11]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한 모델

과 추출한 특징을 이용해 측정소가 없는 구역의 미세

먼지 농도에 따른 label을 추정한다.

4.1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의 학습

DANN의 주요 아이디어는 학습을 진행하며 특징

을 추출할 때, label이 있는 데이터의 클래스는 잘 분

류하게 하고 동시에 label이 있는 도매인과 label이 

없는 도매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도매인에 

강건한) 특징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DANN에서 사

용하는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V b c u   



  




W b V c (4)

   




W b u ′




    




W b u 

(a) (b) (c)

Fig. 2. The process of acquiring meteorological data for each grid. (a) meteorological data of each dong in Bucheon. 
(b) Assignment the data of dong to which each grid belongs. (c) the result of applying random noise to the (b).

Fig. 3. Traffic data for each grid. In case of B, there 

is no road section included, so it is set to the 

same value as the road (road of A) at a clos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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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와 는 각각 클래스 분류기와 도매인 

분류기의 손실(Loss)값을 나타낸다. W b는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의 매개변수이고 V와 c, 그리고 

u와 는 각각 클래스 분류기, 도매인 분류기의 매개

변수를 나타낸다. 학습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각각의 

파라미터 WVbcu는 다음 식을 따른다.

WVbc argminWVbcuz (5)
WV b c

u argminWVbcuz (6)
u  

식 (5)와 식(6)에 따르면 DANN의 최적화 문제는 

하나의 목적함수에 대하여 일부 파라미터는 목적함

수를 최소화하고, 일부 파라미터는 목적함수를 최대

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stochastic gra-

dient procedure 방법을 이용해 해결하기 위해 최소

화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식 (4)의 기울기와 반대 방

향으로 갱신을 진행하고, 최대화 매개변수에 대해서

는 기울기 방향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게 한다. 즉, 학

습은 식 (4)에 대해 W V b c를 매개변수로 갖는 클래

스 분류기와 매개변수 u 를 갖는 도매인 분류기가 

서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4.2 추론 과정

먼저 3장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상 데이

터와 교통 데이터로부터 각각 기상 데이터 특징( )

과 교통 데이터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한 특징은 

DANN의 학습 결과로 생성된 추론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추론 모델은 W V b c를 매개변수로 갖고,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해 데이터에 대응하는 

클래스를 추정한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5.1 데이터 구성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data.kma.

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 기상청에

서는 각 지역의 기상요소별 측정치를 제공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수량, 기온, 습도, 풍속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교통 데이터는 부천시교통정보센터(http://www.

bcits.go.kr/)에서 얻을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에서

는 도로별 각 구간의 하루 동안의 평균값을 제공한

다.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한 시간 동안의 평균 

통행속도이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http://www.

bcs.or.kr/)에 2016년 3월, 6월, 9월, 12월 데이터를 

요청해 사용하였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도로 구간은 같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의 도로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미세먼지 측정치는 에어코리아(https://www.air

korea.or.kr/index)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부천시의 경우 오정동, 내동, 계남공원, 중2동, 소

사본동의 5군데에서 정각을 기준으로 한 시간 단위

로 대기 질을 측정한다.

5.2 실험 결과

실험은 측정소가 있는 구역 중 한 군데의 label을 

제거하고, 생성된 모델을 이용해 label을 제거한 구역

의 label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용한 

DANN의 은닉층의 크기는 25, 학습률은 0.05, 값은 

6으로 설정하였고, 각 네트워크가 하나의 은닉층을 

갖는다. source domain은 PM와 오존 데이터를 사

용했고 target domain은 PM데이터를 사용하였다.

source domain의 데이터의 수가 성능에 영향을 끼

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ource domain의 데이터

의 수를 증가시키며 학습을 진행하고, 2016년 3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는 구역 293

Fig. 4. DANN architecture.

Fig. 5. Inferen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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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M농도에 따른 label(Table 1 참조)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의 그래프는 학습에 사용

한 source domain의 데이터 수의 증가에 따른 정확

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source domain의 데이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는 구역 71, 97, 166,

221과 293의 2016년 3월 1일과 2016년 3월 31일 사이

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label과 각 추론 모

델(CRFs, DANN)의 추정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전체 시간 흐름 , 구역 에 대한 모

델 의 정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해 계산한다.

 


     


(7)

여기서 
와 

는 각각 구역 , 시간 집합  에서

의 모델 의 추론 결과와 실제 label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CRFs를 이용한 방법

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Table 2) 제안한 방법을 사용

했을 때 정확도가 다소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한 추론 모델(DANN)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domain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성

능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DANN은 CRFs와 달

리 연속적인 데이터가 갖는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7은 각 추론 모델을 이용해 2016 3월 4일 20시 

부천시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label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색깔은 미세먼지 농도

에 따른 label을 나타내며, 측정소가 있는 구역은 스

타(별)로 표시하였다.

선형 보간법을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했을 

때에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소의 미세먼

지 수치와 측정소 사이의 공간적 관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두 측정소 사이에 있는 구역은 

측정소의 값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추론 결과를 보인다. Fig. 7(a)에서 측정소

의 label 값이 주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Fig. 6. Accuracy changes with number of data from 

source domain.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methods

Method
Tested grid

grid 71 grid 97 grid 166 grid 221 grid 293

Accuracy
CRFs 59.72% 57.56% 58.46% 59.28% 61.63%

DANN 61.35% 59.12% 62.19% 60.84% 67.3%

(a) (b)

Fig. 7. Classification result of inference model. (a) Linear interpolation. (b) Our inference model(D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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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에 반해 DANN을 이용한 추론 모델은 

측정소의 label 값과 측정소가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 

모두의 기상데이터, 교통데이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추론이 가능하다(Fig. 7(b))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

도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정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일부 측정소가 있는 구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두 개의 도시 데이터(기상 데이터, 교통 데이

터)로부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출한 특징을 DANN

의 입력으로 넣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

을 이용하여 해당 구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label

을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source domain의 데

이터 수가 많아짐에 따라 CRFs를 사용한 방법보다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의 구조

를 변경하거나 유동인구 등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

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갖는 시간,

위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RNN(Recurrent Neural Network)등의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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