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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세먼지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 선정 방안과 위치 선정시 중요한 바람길분석, 수요조사, 유동인구, 

교통량 등의 중요 기준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위

해 지역적, 환경적, 지형적 요소를 감안하여 수집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시 실시간 또는 배치(Batch)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실시간으

로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데이터 수집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결측값, 이상값인 전처리 단계

를 거쳐서 분석과 Modeling 구축을 통하여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선정하여야한다.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은 검증용 데이터 셋으로 적합성을 검증하여, 측정기 설치 위치의 적합성, 데이터 

수집의 적합성, Modeling 구축 및 평가가 적합함을 지표로서 제시하여 적합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키워드: 바람길분석, 정확도(Accuracy), 데이터 셋(Data Set), 결측값, 이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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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1)(PM2.5) 환경기준을 일평

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1]

구  분
한  국 주요 선진국 기  타

현행 개정 미국 일본 WHO EU 중국

연평균 25 15 15 15 10 25 35

일평균 50 35 35 35 25 (없음) 75

Table 1.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내용 

(단위 : ㎍/㎥)

이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 

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

으며, 대기오염으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 8천여 명으로 

환경부는 발표하였다.[2022.05.03.자 환경부 보고자료]

지자체별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황조사에 따라 측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위해 현황진단과 여건분석 자료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반영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적 

요소로는 지리적, 지역적, 산업적 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적 요소는 거시적, 미시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기술적 요소로는 

1)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되며 PM10과 PM2.5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PM10 :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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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측정기의 가격 다변화 등의 요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적 요소는 지리적 관점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위한 

대기환경을 조사와 지역의 특징을 파악과 더불어 지역적 기후 및 

환경변화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요소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기환경 현장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전달 가능하여 미세먼지 행동요령 전파를 통한 

가시적인 경제적 이득을 이루고 있다. 간이측정기의 다변화로 인하여 

환경부 1등급 제품에 비용 측면에서 예산확보가 용이 해졌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역인 양주시는 지역적으로 산업의 중심지

로서 산업단지가 11개소 있으며, 양주시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측면에

서 45%정도로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의 92.6%

를 차지하는 4종, 5종 사업장의 발생기여도가 전체 38%를 차지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인 인벤토리 관리가 필요하다.

기후 환경적으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0월에서 4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분포되었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는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등 대기질 관련 

환경문제 해결책이 시급하다.

대기환경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기를 바람길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반영하

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측정기를 설치하는 위치의 적합성과 데이터를 수집

하여 분석, 모델, 예측 시스템 알고리즘 선정방안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 

선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Modeling, 예측 알고리즘의 선정방안 

적합성을 알아보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미세먼지 위치 선정 방안

지자체별로 대기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

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번지 유발요인을 억제하고 미세먼지 수집을 위하여 측정기

를 설치하기 위해선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2]

1 미세먼지 조사 및 과거 자료 수집 방안

↓

2 미세먼지 분포 및 활동인구 분석

↓

3 지역별, 지형별 바람형성 분석

↓

4 미세먼지 민감 지역 분석

↓

5 최종 위치 선정

Table 2. 측정기 위치 선정을 위한 절차

절차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를 선정 계획을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각 행정동 별 민원 발생 조사와 사전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치를 선정하였다면 바람길 영향도에 따른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2.2 바람길 분석

바람길 분석의 필요성은 각 도시별 지형이 차이가 남으로 지역별 

건물과 바람길을 분석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람길 분석은 도시의 복합한 토지피복, 지형, 건물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여 도시 규모의 바람생성, 추적, 흐름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3]

자료출처 : 케이웨더

Fig. 1. 공기 흐름도

2.3 측정기 위치 최종 선정 검증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

기를 설치할 위치를 조사한 다음 바람길 분석을 통한 위치 조정하여 

최종 위치를 선정하여야 적합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기의 성능에 따라 수집할 항목을 결정하여 환경기반 

대기질 수집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3.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분석·모델·예측 검증

가. 데이터 수집 방안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은 실시간(5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처리하여야 현장의 대기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측정기는 

국가측정망과 간이측정망으로 분류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간이측정망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4]

데이터 수집에서 기초 비교 측정데이터는 국가측정망 데이터를 

확보하고, 간이측정망 자료는 실시간 자료를 확보하여 두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측치와 이상치를 전처리 후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여 정규분

포 신뢰도 구간에 들어오면 데이터 수집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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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분석 방안

분석 모델 설계·구축 시에는 해당 모델의 학습데이터·평가데이터·

검증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모델을 선정 및 적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모델을 준비하여 최소한의 시간에 탐색적 분석을 완료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석의 관건으로 단위 분석에 대한 예상 소요 시간을 추정해 

필요 시 샘플링할 수 있다.[5]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추출방법을 이용하며 보통 실무

에서는 단순, 층화 등 혼합해 사용하여 추출한다. 분석에서는 학습데이

터 80%, 평가데이터 20%로 분류하여 데이터 셋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 데이터 Modeling 구축 평가 방안

Modeling에서는 통계기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정형/비정형 데이

터를 분석 목적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 모델을 만들어 평가하는 

요소로서 이산형 종속변수 평가항목 1종 오류, 2종 오류, 정밀도, 

정확도, 특이도, 민감도, 오류율, FP Rate, TP Rate 등이고, 연속형 

종속변수 평가항목은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RMSE(Root Mean Square Error) 등이다. 

분류(Classification) 모델은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분석, 

KNN 등을 이용하며, 클러스터링(Clustering) 모델은 K-Means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Modeling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앙상블 모델은 베깅(Bagging)

과 부스팅(Boosting) 등을 적용한다.[6]

데이터 셋 분할 시 훈련데이터 셋(Training Data Set)은 머신러닝 

기법이나 알고리즘 학습을 적용하여 결과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데이터 

셋을 의미한다.

데이터 셋 분할 시 테스트 데이터 셋 (Test Data Set)은 훈련데이터 

셋을 통해 도출된 머신러닝 학습 결과를 실제 적용하여 결과 예측 

(Prediction)을 수행할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말한다.

데이터 셋 분할 시 검증용 데이터 셋 (Validation Data Set)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셋으로서, 

모델 학습 자체 혹은 결과 개선에 활용 되거나, 모델 평가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을 의미하며, Modeling 자체에는 사용되지 않고, 

결과 예측에만 사용되는 테스트 데이터 셋 (Test DataSet)과는 다르다.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변수의 형태에 

따라 명목형/이산형으로 나누며 분류모델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으

로 구분하고, 목적변수가 연속형 변수의 경우 수치 예측모델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으로 구분한다.

분류 모델을 위한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은 적용할 알고리즘을 

다음 중에서 선정하여 k-NN, Naive Bayes, Bayesian Network,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VM, HMM, 

FFT,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학습한다.

수치 예측 모델을 위한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은 다음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며 종류로는 Regression, Neural Network, SVM, 

Decision Tree, Time Series : AR, MA, ARIMA 등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측정도구 : Orange 3.32.0

Table 3. 교차검증 결과 

표3에서는 다양한 모델로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과이며, Logistic 

회귀분석의 AUC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모델을 

선정하여 Modeling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성능 평가 도구 및 지표는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를 위한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이며 주요 모델 

평가 지표 (Accuracy, Precision, Sensitivity, Specificity, FP Rate, 

Kappa, ROC 커브 등)을 활용하여 Modeling을 평가한다.[7]

라. 모델 평가 검증 방안

데이터 셋 분할 시 시험 데이터 셋(Test Data Set)은 훈련 데이터 

셋을 통해 도출된 머신러닝 학습 결과를 실제적용하여 결과 예측

(Prediction)을 수행할 새로운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 성능 평가 도구 및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지도학습(분류)의 평가로는 예측분류와 실제분류 결과 대조를 통한 

분류정확도와 빅데이터 분석의 성과 기준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방법

- IT 투자 성과평가 방법론

- BSC(Balanced Score Card)

분석 성과지표는 반드시 정의하여 평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분석

의 성격에 따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측정도구 : Orange 3.32.0

Table 4. ROC Analysis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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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에서는 AUC-ROC Curvesms 다양한 임계값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AUC가 가장 높은 모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나타났다.

마. 최종 알고리즘 검증 방안

지도학습 머신러닝 분석 모델 결과는 모델 훈련에 사용한 훈련데이

터에 편향된 결과값을 내는 경향이 많으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수치예측 

목적의 지도학습 머신러닝일 경우, 평가 데이터 세트에서 계산된 

예측값과 실제 목표 변수값 간의 평균제곱오차(MSE)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분류 예측 목적의 지도학습 머신러닝일 경우, 목표변수

의 예측된 분류와 실제 분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류정확도 등을 

계산하여 측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측분류와 실제 분류 결과 대조를 위해 혼돈행렬 

등을 작성하여 분류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감도(Sensitivity, 혹은 Recall, Hit Ratio 등으로도 불림)

나 정밀도(Precision) 등의 평가 지표를 계산하여 Modeling 성능을 

판단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위한 적합성 검증 반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측정기를 설치 시 중요한 요소는 지역의 교통량, 유동 

인구,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지자체의 비산 먼지 

발생지역을 추가보완 하면 좋은 위치 선정 방안 자료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분석 시 중요한 알고리즘 선정과 

Modeling 구축을 위하여 SVM과 RandomForest를 이용하여 정확도

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Modeling 구축의 정확도와 예측 분석을 위한 

Modeling 구축을 위하여 앙상블(Xboot, Bagging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신뢰도 높은 예측 Modeling을 구축을 위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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