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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계층 연 성 를 이용한 DNN 

보모델의 입력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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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M2.5 concentration in Seoul could be predicted by deep neural network model. In this paper, the 

contribution of input factors to the model's prediction results is analyzed using the LRP(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 technique. LRP analysis is performed by dividing the input data by time and 

PM concentr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time, the contribution of the measurement 

factors is high in the forecast for the day, and those of the forecast factors are high in the forecast 

for th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In the case of the PM concentration analysis, the contribution 

of the weather factors is high in the low-concentration pattern, and that of the air quality factors is 

high in the high-concentration pattern. In addition, the date and the temperature factors contribute 

significantly regardless of time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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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이미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 관심의 대상

이 되었다. 이에 2014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

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고,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7]. 

미세먼지 예보 연구는 CMAQ(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등과 같은 화학수송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모델 중심의 예보와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예보

로 대표된다. 수치모델을 이용한 예보는 배출량 및 

기상 자료 등의 입력 자료가 갖는 불확실성과 수치모

델 자체가 복잡한 대기현상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8].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및 DNN(Deep 

Neural Network), CNN(Convolution Neural Net-

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Long Short-Term Memeory) 등의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예보모델이 연구되고 있다[9-19]. 그 결과, 예

보모델 및 데이터별 편차는 존재하나 평균적으로 수

도권 예보의 경우 예보적중률 80%, 감지확률 7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8].   

예보모델 성능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예보 

적중률이고,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인공신경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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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보모델은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블랙박스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어

려운 인공신경망의 특성상 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예보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예보의 

신뢰도 확보와 성능 향상,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예보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과 도출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최근 들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의미의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20-21]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XAI

는 블랙박스로 여겨졌던 인공신경망의 의사결정 과정

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해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피처 중요도(Feature Impor-

tance) 및 필터 시각화(Filter Visualization)[22], 

LRP(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을 들 수 

있다[23]. 

피처 중요도는 입력 데이터의 피처가 모델의 결과

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정 피처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치환했을 때 원 데

이터보다 에러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측정하는 방법

으로 수행된다. 만일 특정 피처의 값을 변형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면 해당 모델은 이 피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 피처는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필터 시각화는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 모델에 데이

터를 입력했을 때 각 은닉 계층이 입력 데이터에 대

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보여지지 않았던 딥러닝 모델의 은

닉계층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LRP는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역추적해서 입력 데

이터에 대한 히트맵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모델

이 입력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 주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블랙박스로 여겨

졌던 딥러닝 모델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XAI 기법 중에서 

예보모델의 미세먼지 예측 결과에 대한 입력 인자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LRP

를 이용했다. 피처 중요도는 입력 인자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입력 데이터 전체에 대해 히트맵

으로 밀집하여 표현하기 어렵고, 필터 시각화 기법은 

신경망을 순방향으로 진행시키며 모델의 은닉층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시각화를 위해 은닉층을 2차원 

행렬로 고정해야 하는 제약과 해석에 주관성이 개입

될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LRP는 출력층부터 역방향으로 모델을 

탐지하며 입력층에 이르기까지 분해하고, relevance

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입력 인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히트맵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에 있어서 모델에 적합한 입력 인자

를 선택하는 것은 예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타

겟인 미세먼지와 입력 인자들 간의 상관 분석을 이용

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미국환경청의 예보지침서[24]

에 의하면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PM2.5와 상관

관계가 높은 인자들은 500 mb 기압에서 고도, 전날

의 PM2.5 최대농도, 850 mb 기압에서의 온도, 습도이

다. 관련 국내 연구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PM2.5

와 기상인자 및 대기질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사례가 있다[25-26]. 이 연구들에서 PM2.5와 상관

도가 높은 대기질 인자는 NO2, CO, SO2, 예보 PM2.5 

등이고, 기상 인자는 지상과 고층의 온도, 압력, 상대

습도, U, V 등이다. 그 밖에 CMAQ 모델링과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입력 인자의 중요도를 분석한 연구

[27]에서는 기온과 바람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

했는데, 풍속이 민감도가 높은 인자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RP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입력 인자

의 중요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NO2, SO2, 예보 

PM2.5, 지상 및 고층의 압력, 온도, 기압 등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중요도가 높은 인자로 파악되

었다. 하지만 농도 및 시간별로 패턴을 세분화해서 

분석한 인자 중요도는 상이했다. 당일은 측정인자, 내

일과 모레는 예보인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저농도

에서는 기상인자, 고농도에서는 대기질 인자의 중요

도가 높아졌으며, 온도와 날짜는 패턴에 무관하게 높

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는 입력 인자와 제안한 DNN 예보모

델을 소개하고, 3장에는 LRP의 개념과 DNN 예보모

델에 대한 적용 방법을 설명하며, 4장에는 실험 결과

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입력 인자와 DNN 예보모델

2.1 입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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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Data.

Kind Variable Unit Min Max Variable Unit Min Max

Observation

PM2.5    μg/㎥ 0 110 V m/s -5 5

PM10 μg/㎥ 0 180 Pressure Pa 970 1025

SO2 ppm 0 0.01 Temperature K 260 310

NO2 ppm 0 0.01 Dew point temperature K 260 310

O3 ppm 0 0.08 Relative humidity % 0 100

CO ppm 0 1.4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0 10

U m/s -6 6 Solar radiation
0.01MJ/

hr-㎡
0 2

Forecast

CASE4_PM2.5 μg/㎥ 0 110 Pressure_850hpa Pa 97000 102500

CASE4_PM10 μg/㎥ 0 180 U_850hpa m/s -15 20

Pressure Pa 970 1025 V_850hpa m/s -15 15

Temperature K 260 310
Relative 

humidity_850hpa
% 0 50

Relative humidity % 0 100 Temperature_850hpa K 270 310

Mixing height m 100 2000
Geopotential 

height_925hpa
m 710 860

U m/s -6 6  U_925hpa m/s -15 20

V m/s -5 5 V_925hpa m/s -15 15

Geopotential 

height_850hpa
m 1250 1500

Temperature 

difference_850-925
K 0 8

Date Julian day
nume-

rical
0 1

본 연구에서는 대기질 및 기상 측정 데이터와 예

보 데이터, 날짜 데이터를 예보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대기질 및 기상 데이터는 ㈜애니텍의 AI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했다. 

입력 데이터들을 측정, 예보, 날짜 데이터로 분류

하여 Table 1에 기술했다. 측정 데이터들은 예보 권

역에 속하는 관측소들의 6시간 평균 값을 사용했고, 

예보 데이터들은 CMAQ(The Community Multis-

cale Air Quality),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등의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했으

며 역시 6시간 평균 값을 사용했다. 날짜 데이터는 

시간의 연속성 및 미세먼지의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

도록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Julian membership func-

tion[28]을 사용하여 12개의 인자로 표현했다. 각 월

을 나타내는 12개의 인자 중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월(Month)과 인접한 월(Adjacent_Month)의 인자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10개의 인자는 0으로 할당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날짜가 4월 20일이라면 Julian 

membership function에 의해서 계산된 인접 월

(Adjacent_Month)은 5월이므로 월의 값(Month_ 

value)는 0.8, 인접 월의 값(Adjacent_Month_value)

은 0.2가 되어 날짜를 나타내는 12개 인자는 0, 0, 0, 

0.8, 0.2, 0, 0, 0, 0, 0, 0, 0가 된다. 이 인자들의 의미는 

주어진 날짜(4월 20일)가 4월에 해당되는 날짜이지

만, 5월에 인접해있는 날짜이므로, 4월에 해당하는 

4번째 인자는 0.8, 5월에 해당하는 5번째 인자는 0.2

로 설정하여 날짜의 연속성 및 미세먼지의 계절적 

추이를 표현한 것이다.

2.2 DNN 예보모델

제안한 DNN 예보모델은 Table 1에 기술한 데이

터를 입력으로 하여 당일(D+0), 내일(D+1), 모레

(D+2)의 PM2.5 농도를 6시간 단위(T)로 예측한다. 15

시에 예보를 시행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T1∼T15의 

구간 중 T1∼T5는 과거에 해당하고, T6∼T15가 예

보 구간으로 T6∼T7은 당일(D+0), T8∼T11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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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ulian membership function[28].

Table 2. Time frame of 15 hour forecast model.

Meaning Time Day
Time corresponding

 to section

Observation 

T1 D-1  07:00∼12:00 

T2 D-1  12:01∼18:00

T3 D-1  18:01∼24:00 

T4 D+0  00:01∼06:00 

T5 D+0  06:01∼12:00 

Forecast

T6 D+0  12:01∼18:00 

T7 D+0  18:01∼24:00 

T8 D+1  00:01∼06:00 

T9 D+1  06:01∼12:00 

T10 D+1  12:01∼18:00 

T11 D+1  18:01∼24:00 

T12 D+2  00:01∼06:00 

T13 D+2  06:01∼12:00 

T14 D+2  12:01∼18:00 

T15 D+2  18:01∼24:00 

Table 3. Network parameter of proposed DNN model. 

Input 

layer

Hidden 

layer1 

Hidden 

layer2

Hidden 

layer3

Hidden

layer4

Output 

layer

Learning

rate

Activation 

Function

42 32 24 16 8 1 0.009 ReLu, Sigmoid

Fig. 2. Concept of LRP[23].

(D+1), T12∼T15는 모레(D+2)를 의미한다.

제안한 모델은 한 번 예보 시, 예보 시점(15시)으

로부터 향후 60시간 동안의 예보 값을 6시간 단위(T)

로 10개 생성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구조를 갖는 10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측정 및 예보 자료를 입

력하여 학습한다. 네트워크는 총 6개의 레이어와 출

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성화 함수는 relu를 사

용하되, 출력층은 sigmoid를 사용했다. 아래의 Table 

3에 제안한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 및 학습 파라메터

를 기술했다. 

3. LRP를 이용한 예보결과 분석

3.1 LRP 개요

LRP(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는 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 중 하나로 



112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8호(2021. 8)

(a)                                                  (b) 

Fig. 3. Process of decomposing LRP by layer in neural network prediction results[29]. (a) Neural network prediction 

process for input data and (b) Process of LRP.

계층별 relevance를 탑-다운 방식으로 출력층에서 입

력층으로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딥러닝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할 수 있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히트맵(heat-

map)을 출력할 수 있다. 히트맵은 딥러닝 모델이 어

느 입력 인자를 주목하는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결과에 대한 각 입력 인자의 기여도를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딥러닝 모델은 입력 이미지를 고양

이로 분류하는데, LRP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근거를 

relevance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Rele-

vance의 전파는 출력층에서 은닉층을 거처 최종적

으로 입력층으로 역전파하는데, 그 결과 입력 이미지

에서 고양이 얼굴의 얼룩 무늬에 해당하는 픽셀이 

높은 relevance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딥러닝 모델이 입력 이미지를 고양이로 분류하는데 

얼룩무늬 얼굴 영역에 주목했음을 의미한다. 

LRP는 분해(Decomposition)와 relevance 전파

(Relevance Propagation)의 2가지 주요한 과정을 통

해서 진행된다. 분해는 딥러닝 모델에 입력된 각 피

처들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해체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분해를 수행하면 어떤 이미지의 

특정 픽셀이 결과에 대해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

지 알 수 있다. Relevance 전파는 분해 과정을 마친 

은닉층의 뉴런들이 결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rele-

vance를 계산하고, 이 relevance를 다시 다음 은닉층

으로 전파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력층까지 전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Relevance 전파의 첫 번째 과정은 

다음의 수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출력 결과 값 

를 relevance로 하고, 출력층 바로 아래의 은닉층으

로 전파하는 것이다.   

≈
 



   (1)

위의 수식에서 는 를 입력으로 받아 나온 결

과 값으로 출력층의 relevance이다. 는 은닉층 벡터

를 의미하고, 는 은닉층 벡터의 한 원소이며, 는 

한 원소에 대한 relevance이다. 궁극적으로는 입력층 

벡터의 각 원소에 대한 relevance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은닉층에서 하단의 

은닉층으로 relevance를 전파하고, 이러한 동작은 입

력층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

래의 수식에 나타냈다. 수식에서 ∈  은 은닉 층 벡

터의 한 원소 대한 relevance이고, 전파 과정을 통해

서 최종적으로 입력층의 relevance 
을 계산할 수 

있다.

 ⋯  
∈  


 

∈ 

 ⋯  

∈

  

(2)

출력층에서 은닉층을 통과하여 입력층까지 이르

는 relevance 전파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층, 

1개의 은닉층, 출력층의 간단한 구조로 구성된 네트

워크를 예를 들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왼쪽 그림은 신경망이 데이터 를 입력으로 받아 

결과 를 예측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는 가

중치를 의미한다. 오른쪽 그림은 결과 에서 시작

해서 각 계층별로 relevance를 전파하는 과정을 나타

낸 것으로 예를 들어 ←
는 은닉층(2)의 뉴런 4가 

입력층(1)의 뉴런 1이 보존되도록 기여한 비중을 나

타낸 것이다. 은 가중치 와는 다르게 비율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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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chitecture of DNN Forecasting model.

문에 모든 계층에서 양의 값을 갖고, 계층간의 총합

도 일치한다. 이를 보존 특성(conservation prop-

erty)[23]라고 하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위의 수식에서 는 뉴런에 대한 relevance이고, 

뉴런과 뉴런은 연결되어 있으며 는 뉴런이 보

존되도록 뉴런이 기여한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보존 특성에 의해 각 계층별 relevance는 다음 수식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수식 (4)에 나타낸대로 계층별 relevance의 총합

은 같고, 이를 일반화시키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Fig. 3(b)에서 2번 뉴런인 경우 


는 ←

 ←
 ←

 과 같이 계산된다.


  ←   (5) 

이제 구체적으로 각 계층별 뉴런들의 relevance를 

구하고, 이 값을 아래의 계층으로 전파하면 된다. 이

를 위해서 먼저 출력층의 relevance를 구해야 하는

데, Fig. 3에 제시한 신경망의 경우 출력 결과인 

  이 출력층의 뉴런 7의 relevance이기 때문

에 아래의 수식 (6)과 같이 전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은닉층의 뉴런들(4∼6)의 relevance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신경망의 결과를 각각의 활성함수와 가중치 

합으로 정규화해서 은닉층의 relevance를 계산한 것

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계층의 relevance의 합이 일

치하기 때문에 보존법칙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

   
 

×
 

   

    

 
×   


 

×   



 
×  



 
×









 

×









 

×


(6)

마찬가지 방법으로 은닉층 뉴런 4의 relevance 


는 입력층으로 전파할 수 있다. 뉴런 4는 입력층

의 뉴런 1, 뉴런 2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수식과 같이 값을 전파한다.


 

×


 






 

×


 






 (7)

같은 원리로 아래층의 뉴런은 상위 계층에서 연결

된 모든 뉴런으로부터 relevance를 전달받고, 이를 

수식으로 일반화하면 수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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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of calculate R4 by LRP function.

def LRP(act, w, b, relevance):

  z = tf.matmul(act, w) + b

  a = act * tf.transpose(w) + (b / np.size(act))

  c = relevance * tf.transpose(a)

  cur_relevance = tf.reduce_sum(tf.transpose 

(c / z), axis=0)

  return cur_relevance

Fig. 5. LRP function.

Table 4. PM2.5 forecast results in Seoul area.

Day
DNN CASE04

ACC POD FAR ACC POD FAR

D+0 77.4 80.0 27.3 54.2 88.0 58.9

D+1 71.5 77.8 23.6 48.9 90.7 63.4

D+2 69.3 74.5 33.3 45.1 90.2 66.7

다. 수식에서 는 상위 계층의 뉴런이고, 는 와 연결

된 하위 계층의 뉴런이다.

 










  (8) 

이와 같은 relevance 전파 방법을 제안한 DNN 예

보 모델에 적용하면 예측 결과에 대한 입력 인자들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 

3.2 DNN 예보모델에 대한 LRP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PM2.5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입력층과 4개의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

진 DNN 예보모델을 사용했다. 

이 예보모델의 결과인 PM2.5 예보농도에 대한 입

력 인자들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tensorflow로 구현한 LRP 함수를 적용했다. 

LRP 함수는 relevance를 계산하고자 하는 계층의 

활성화 노드들인 act와 현재 계층과 위의 계층을 연

결해주는 가중치 벡터 w, 상위 계층의 relevance와 

바이어스 b를 입력으로 받아 현재 계층의 relevance

를 계산하고 리턴한다. z는 수식 (8)에서 분모에 해당

하고, 정규화(normalization)를 위해 활성화 뉴런들

과 가중치의 곱을 합산한 결과이다. a는 수식(8)의 

분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각 뉴런의 활성화 값과 가중

치의 곱이다. c는 상위계층의 relevance를 각 뉴런에

게 전파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z로 나누면 각 뉴런의 

relevance를 구할 수 있다. 계산된 현재 계층의 rele-

vance는 cur_relevance에 저장되고 함수의 결과로 

리턴된다. 

Fig. 4에 나타낸 DNN 예보모델의 경우 미세먼지 

예보 값인 predict가 출력층의 relevance가 되고 이것

을 R5로 정의할 수 있다. R5는 4개의 은닉층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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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

CASE04

(a) (b) (c)

Fig. 7. Scatter of PM2.5 forecast results in Seoul area. (a) D+0, (b) D+1, and (c) D+2.

최종적으로 입력층에 전파되고, 입력 인자별로 예보 

결과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Fig. 6에서 이러한 LRP 수행 과정 중 첫 단계인 출력

층의 relevance인 R5를 은닉층 4로 전파하여 R4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R5의 전파는 Fig. 5에 제시한 LRP 함수에 의해 

수행되는데, 함수의 입력 파라메터로는 은닉층 4의 

활성 뉴런들인 act, 은닉층 4와 출력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w, 상위 계층인 출력층의 relevance인 R5와 

바이어스 b가 있다. LRP 함수의 핵심 과정은 상위 

계층의 relevance를 연결된 아래 계층의 뉴런들에게 

전파하는데 있다. 이것은 act와 w의 곱의 합으로 정

규화하고 그 비율대로 은닉층 4의 8개의 뉴런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때 바이어스도 은닉

층 4에 존재하는 8개 뉴런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파된다. 그 결과 은닉층 4의 relevance인 cur_rele-

vance를 구하게 되고 이 값이 R4이다. 아래의 계층에

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relevance가 전파되고 최종

적으로 입력층의 relevance인 LRP_out(R0)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LRP 적용의 목적인 결과에 대한 

입력인자의 기여도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DNN 예보 결과

본 연구에서는 PM2.5의 단기 예보(3일 예보)를 위

해서 DNN 예보모델을 개발했다. 예보 대상 지역은 

서울이고, 학습 기간은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평가 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

일이다. 다음의 표와 그래프들에 서울 권역의 PM2.5 

예보 결과를 기술했다. 

Table 4의 첫 행에 표기한 DNN은 제안한 예보모

델이고, CASE04는 화학수송모델인 CMAQ을 사용

한 수치모델로 예보모델의 성능 평가 시에 사용되는 

비교모델이다. 두 번째 행의 각 필드는 예보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30]로 전체 평가 데이터에 대한 적중

률을 나타내는 예보적중률(ACC: Accuracy), 고농도 

데이터의 적중률을 의미하는 감지확률(POD: Prob-

ability of Dectection), 저농도일을 고농도일로 잘못 

예보한 비율인 오경보율(FAR: False Alarm Rate)을 

나타냈다. 첫 번째 열에 표기한 Day는 예보일로 D+0

는 당일, D+1은 내일, D+2는 모레를 의미한다.

제안한 DNN 예보모델의 ACC와 FAR은 CASE04

보다 우수하나, POD는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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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LRP results by year (T06). (a) 2019(T06) and (b) 2020(T06)

(a)                                       (b)

Fig. 9. LRP results by year (T08). (a) 2019(T08) and (b) 2020(T08).

04가 58%∼66% 정도로 높은 FAR을 가짐을 고려할 

때, 88%∼90%의 높은 POD는 과대 모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오히려, 27%∼33%의 FAR 내에서 74%∼

80%의 POD를 보이는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g. 7은 서울 권역 예보 결과에 대한 산포도로 (a)

는 제안한 모델(위)과 CASE04(아래)의 D+0일의 예

보 결과이고, (b)는 D+1, (c)는 D+2의 예보결과이다.

4.2 LRP를 이용한 DNN 예보 결과 분석

제안한 DNN 예보 모델의 예측 값에 대한 입력 

인자들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년도(2019, 2020)별, 시간(T)별, 농도(저농도, 고농

도)별로 구분하여 LRP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인자 중요도를 분석했다.

4.2.1 년도별 분석 

년도 종속적인 패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를 2019년과 2020년으로 나누고, 각 예보일(D+0, 

D+1, D+2)의 시작 구간인 T06, T08, T12에 대한 

LRP를 구하여 이를 히트맵으로 나타냈다. 히트맵에

서 x축은 DNN 예보모델의 42개의 입력 인자들이고, 

y축은 입력 데이터의 번호이다. 즉, 히트맵 상의 한 

행은 한 개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하며 입력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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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LRP results by year (T12). (a) 2019(T12) and (b) 2020(T12).

구성하는 각 인자의 relevance를 범례에 제시한 색상

으로 나타낸 것이다. x축의 42개 인자들 중 ‘O’로 시

작하는 것은 측정 인자이고, ‘F’로 시작하는 것은 예

보 인자이다.

결과를 보면 모든 년도(2019, 2020), 모든 시간 구

간(T06, T08, T12) 공통으로 날짜 인자인 Julian 

day(J1∼J12)가 높은 relevance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년도 및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 날짜가 높은 기여도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세먼지가 계절적 특성이 명확하고, 날짜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자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년도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년도 종속적인 특징은 보여지

지 않았다. 그에 반해 시간 구간별(T06, T08, T12) 

특징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일 예보에 해당하는 T06

에서는 예보인자에 비해 측정인자가 상대적으로 높

은 relevance를 가지고, 내일 및 모레 예보에 해당하

는 T08과 T12에서는 예보 인자들의 relevance가 높

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멀어질

수록 측정 인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신에 예보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4.2.2 농도별 분석

농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를 PM2.5 측정값을 기준으로 저농도(OBS_PM2.5 <= 

35)와 고농도(OBS_PM2.5 > 35)로 분류하고 각각 

LRP를 적용했다. 아래의 Fig. 11∼Fig. 13에 각 년도

별 시간별로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류된 데이터에 대

한 히트맵을 나타냈다. 

결과를 보면 모든 농도 공통으로 Julian day가 높

은 relevance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년도별 분

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농도 및 시간과 무관하

게 계절적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날짜 인자가 

예보 결과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가짐을 의미한다. 

농도별 LRP 분석의 결과를 세분화하여 시간(T)

과 농도(저농도, 고농도) 차이에 따른 인자들의 rele-

vance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일(T06)의 저농도 패턴은 O_TA(측정 온도)가 

높은 relevance를 가지고, 고농도 패턴은 O_PM2.5(측

정 PM2.5), F_PM2.5(예보 PM2.5)가 높은 relevance를 

가진다. 

내일(T08)의 저농도 패턴은 T06과 동일하게 O_ 

TA가 높은 relevance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O_PA

(측정 기압), F_850TA(850hpa의 예보온도)의 rele-

vance가 T06보다 높아졌다. 고농도 패턴은 O_PA, 

대기질 측정 인자들, F_PM2.5, J1∼J3들의 relevance

도 높아졌다. 내일 예보에 해당하는 T08에서는 전반

적으로 예보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년도 별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보 시점이 현

재에서 멀어질수록 측정 인자보다는 예보 인자가 예

보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농도 패턴에서 J1∼J3의 relevance가 더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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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LRP results by concentration (T06). (a) Low concentration(2019_T06), (b) High concentration(2019_T06), (c) 

Low concentration(2020_T06), (d) High concentration(2020_T06). 

(a)                                     (b)

(c)                                     (d)

Fig. 12. LRP results by concentration (T08). (a) Low concentration(2019_T08), (b) High concentration(2019_T08), 

(c) Low concentration(2020_T08), (d) High concentration(2020_T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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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3. LRP results by concentration (T12). (a) Low concentration(2019_T12), (b) High concentration(2019_T12), (c) 

Low concentration(2020_T12), (d) High concentration(2020_T12). 

나는 이유는 1월∼3월 기간에 강한 고농도 패턴이 

많이 분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12도 대체로 T08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다

른 점은 T06과 T08에서는 낮았던 F_RH(예보 상대

습도)의 relevance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농도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농도 패턴에

서는 대체로 대기질 인자보다는 O_TA, F_850TA 등

의 기상인자들의 relevance가 높고, 고농도 패턴에서

는 O_PM2.5, F_PM2.5 등의 대기질 인자들이 더 높은 

relevance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농도 예보

에서는 대기질 인자보다 기상 인자가 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농도 예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동반 상승하는 대기질의 농도로 인해 

대기질 인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4.2.3 인자 중요도 분석

앞 절에서 기술한 LRP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도의 T06, T08, T12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자 중요도

를 분석했다. 먼저 해당 데이터를 저농도(OBS_PM2.5 

<= 35)와 고농도(OBS_PM2.5 > 35)로 나누고 인자별 

LRP 평균을 구했고, 동일 데이터에 대해 상관도를 

구한 결과와 비교했다. Fig. 14에 시간별, 농도별 인

자 중요도를 나타냈다.

아래의 Table 5에는 LRP와 상관도에 의해 분석된 

상위 5개의 중요한 인자를 기술했다. 먼저 LRP 분석 

결과를 시간별, 농도별로 나누어서 인자 중요도를 파

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도에 무관하게 시간별 공통의 중요 인자는 T06

의 경우 O_TA, F_PA, O_NO2이고, T08은 F_PA, 

F_850TA, O_PA, T12는 F_RH, F_850TA, F_850- 

925TA, F_850-925TA, O_NO2이다. 이 결과를 종합

해보면 당일 예보(T06)에서는 측정 인자의 중요도가 

높고, 내일(T08)과 모레 예보(T12)에서는 점차 예보 

인자의 중요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시간별 공통

의 중요 인자들은 음영을 주어 나타냈다(Table 5).

시간에 무관하게 농도별 공통의 중요 인자는 저농

도의 경우 O_TA, F_850TA, F_PA, NO2로 특징은 

대부분 기상 인자들이 대기질 인자보다 중요도가 높

다는 것이고, 특히 온도 인자들(O_TA, F_850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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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4. LRP mean and correlation by input factor. (a) LRP mean(T06), (b) Correlation(T06), (c) LRP mean(T08), 

(d) Correlation(T08), (e) LRP mean(T12), and (f) Correlation(T12).

Table 5. Analysis of important factor.

Method T Low concentration High concentration

LRP

T06 O_TA F_PA O_NO2 O_RH O_SO2 O_PM2.5 O_TA O_NO2 F_PA O_PM10

T08 F_PA F_850TA O_TA O_PA O_RAD F_PA O_NO2 F_850TA O_PA F_PM2.5

T12 F_RH F_850TA F_850RH
F_850

-925TA
O_NO2 F_RH F_PM2.5 O_NO2 F_850TA

F_850

-925TA

Correlation

T06 O_PM2.5 F_PM2.5 O_NO2 O_PM10 O_CO O_PM2.5 O_PM10 F_PM2.5 O_CO O_NO2

T08 F_PM2.5 O_NO2 O_SO22 O_CO O_PM2.5 O_PM2.5 O_PM10 F_PM2.5 O_CO O_NO2

T12 F_PM2.5 O_SO2 F_850U F_925U O_NO2 F_PM2.5 O_CO O_NO2 O_PM2.5 O_SO2

F_925-850TA)이 저농도 예보에 있어서 중요한 인

자로 판단된다. 고농도의 경우 F_PM2.5, O_NO2, F_ 

PA, F_850TA가 공통의 중요 인자이고, 저농도에 비

해서 대기질 인자들(F_PM2.5, O_PM2.5, O_PM10, 

O_NO2)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고농도 예보에 있어

서도 온도인자는 중요도가 높은 인자로 분석된다. 농

도별로 공통의 중요 인자들은 굵은 이탤릭체로 나타

냈다(Table 5).

다음으로 상관도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과 농도

에 상관없이 미세먼지 관련 인자들인 O_PM2.5, O_ 

PM10, F_PM2.5이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였고, NO2 

CO, SO2 등의 대기질 인자들의 상관도가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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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기상인자 중에는 U, V 관련 인자들의 상관도

가 높았는데 이것은 상관도 분석을 통해 인자 중요도

를 분석한 기존 연구[25-27]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LRP와 상관도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면 기본

적으로 상관도 분석을 통해 중요도가 높게 판단된 

인자들은 LRP 분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높은 중요

도를 가진다. 하지만, 상관도 분석이 시간별, 농도별 

인자의 중요도를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고 거의 유사

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LRP를 통한 중요도 분석 결

과는 시간별, 농도별 특징이 좀 더 세분화되어 구분

된다. 

이것은 여러 패턴의 특징이 혼합되어 분류가 어려

운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는 미세먼지 예보 문제에 

있어서 LRP의 적용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존의 예보모델에 반영한다면 예보 성

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NN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서울 

권역의 PM2.5 예보를 수행했고, 결과에 대한 입력 인

자들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안한 예보모델

에 LRP(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 기법

을 적용했다. 

시간 및 농도별 인자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당일, 내일, 모레와 저농도, 고농도로 구분

하고 LRP를 수행했다. 시간별 분석 결과는 당일 예

보의 경우 측정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고, 내일과 모

레 예보에서는 예보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농

도별 분석 결과는 저농도의 경우 기상인자들이 기여

도가 높고, 고농도의 경우 대기질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아졌으며 시간 및 농도와 무관하게 날짜 인자인 

Julian day와 온도 인자들이 높은 기여도를 가졌다.

향후 계획으로는 LRP 분석 결과인 패턴별 인자 

중요도를 이용하여 예측이 어려운 모호한 패턴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예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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