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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의 도시화와 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기오염에 한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

다. 하지만 기오염 집 측정소 6곳에서만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에 

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한 정부는 서비스 개발  제공 과정에서 공공

성에 한 고려도 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의 수요나 심과 결부되어 있는지에 한 고민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된 심사  기오염과 

련한 심은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2]. 본 논문은 6가지의 센서가 내장된 LED 조형물을 실생활 

공간에 배치하고 조형물, 모바일, 웹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오염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다. 일반 기 측정소와 다른 LED 조형물을 통하여 시민들의 근성과 편리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오염 정보 제공 시스템을 기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서론

   수질이나 토양오염과는 달리 주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도시의 기 질은 이제 그 도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큰 심사이다 [3]. 경제 력개발기

구(OECD)는 한국의 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60

년까지 한국인 5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

다 [4]. 따라서 재 국내 기오염에 한 피해의 심각성

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책을 시 히 마련하여야 한

다. 근본 인 해결 방안은 기오염의 주된 요인을 악하

여 오염률을 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국가와 기업의 도움

이 없으면 실 으로 힘들기 때문에 본 논문은 차선책인 

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

을 제공하고 기오염에 한 피해를 여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6가지의 측정 데이터를 조

합한 통합 기 환경 지수를 분석한다. 그리고 3장에서 

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 구 된 시스템을 설명한 

뒤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하여 제안한다.

2. 통합 기 환경 지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LED 조형물의 센서가 측정하는 

데이터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로 총 

6가지 데이터를 조합하여 통합 기 환경 지수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를 산출할 것이다.



 
×   

(수식 1) 통합 기 환경 지수 산출 식

   (수식 1)은 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하고 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방하기 해 행동

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하여 기오염도에 따른 인

체 향  체감 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기오염도 

표 방식이다 [5]. 는 상 오염물질의 기지수 수, 

는 상 오염물질의 기  농도, 는 상 오염물

질의 오염도 해당 구간에 한 최고 오염도, 는 상 

오염물질의 오염도 해당 구간에 한 최  오염도, 는 

에 해당하는 지수 값(구간 최고 지수 값), 는 

에 해당하는 지수 값(구간 최  지수 값)이다. 지수 

산출 방법은 6개의 기오염물질별로 통합 기 환경 지수 

수를 산정하며 가장 높은 수를 통합 지수 값으로 사

용한다. 산출된 각각의 오염물질별 지수 수가 ‘나쁨’ 이

상의 등 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수가 나온 오

염물질을 향 오염물질로 표시한 뒤 2개일 경우 그 오염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415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물질의 수에 50 을 가산하고 3개 이상일 경우 75 을 

가산한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점수 

구분

 50 100 250 500

 0 51 101 251


 30 80 150 600

 0 31 81 151


 15 50 100 500

 0 16 51 101


 0.030 0.090 0.150 0.600

 0 0.031 0.091 0.151


 0.030 0.060 0.200 2

 0 0.031 0.061 0.201


 2 9 15 50

 0 2.01 9.01 15.01


 0.020 0.050 0.150 1

 0 0.021 0.051 0.151

<표 1> 지수 산출에 필요한 변수 범

   <표 1>은 지수 산출에 필요한 변수의 범 를 정의한

다. 지수 수의 단계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

로 총 4단계의 범 가 있으며 측정된 농도() 값이 정의

된 농도 값()을 과하는 경우에 값은 매우 나

쁨의 값으로 바꾸어 산출한다.

3. 시스템 설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6가지 센서가 내장된 LED 조형

물, 조형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사용자에게 기오

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서버, 측정된 데이터를 장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시스템에서 

요한 역할인 조형물은 각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 는 

합한 디자인을 용하여 시민들에게 기오염 정보를 시

각 으로 공유하고 주거 지역, 공원, 학교, 병원 등 기오

염의 민감도가 상 으로 크고 유동 비율이 높은 치에 

설치하여 단순히 측정소의 역할만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시민들과 지자체가 만족할 수 있는 조형물

이자 상황 알림  역할을 한다.

(그림 1) 시스템 체 구조

   체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조형물은 자신의 상

태와 측정 데이터를 주기 으로 서버에 송한다. 송된 

데이터는 자신의 정보와 6가지 측정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합 기 환경 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LED 알림 의 색

을 바꿔 시민들에게 시각 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

수 수가 ‘좋음’ 등 은 란색, ‘보통’ 등 은 록색, ‘나

쁨’ 등 은 노란색, ‘매우 나쁨’ 등 은 빨간색으로 재 

기오염의 정보를 색상으로 나타낸다.

   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조형물, 웹, 모바일 

총 3가지이다. 실외에서 조형물의 LED 알림  는 모바

일을 통해 본인이 치하는 곳의 기오염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고 실내에서 웹 는 모바일을 통해 지역별 기

오염 정보를 제공받는다. LED 조형물은 지역의 상징을 

나타내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 없

이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웹과 앱을 통하여 근성

을 높이고 앱의 푸쉬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4. 시스템 구

   3장에서 제안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일부분을 구 하

다. 개발 환경은 도우 10에서 tomcat 서버와 maria 

DB를 이용하여 웹 서버를 구축하 고 기화학식의 센서

를 라즈베리 이와 시리얼 통신하여 조형물의 보드를 구

축하 다. 테스트 앱은 안드로이드를 기 으로 개발하

다.

(그림 2) 센서와 라즈베리 이를 이용한

6가지 데이터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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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구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센서에서 측정한 

6가지 데이터를 라즈베리 이를 통해 확인  서버에 

송하는 기능이다.

(그림 3) 조형물 ID, 센싱 데이터, CAI 지수를 포함한 

DB 테이블

   두 번째 구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서버에서 송 

받은 6가지 데이터를 2장에서 분석한 통합 기 환경 지수

를 산출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조형물의 LED 알

림 에서 필요한 색상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4) 웹을 통한 지역 별 조형물 정보

   웹 서버는 조형물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뿐만 아니

라 (그림 4)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역별 기오염 정보와 

조형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림 5) 앱을 통한 지역 별 조형물 정보

   마지막으로 구 한 기능은 (그림 5)와 같이 안드로이드 

앱을 통하여 기오염 정보를 제공받는 기능이다. 핸드폰

의 GPS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조형물의 센싱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기존 통합 기 환경 지수와 6가지 센서가 

내장된 LED 조형물을 활용하여 시민을 상으로 기오

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  구 하 다. 기존 

국내에서 운 하는 측정소에 비해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

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공원, 학교, 병원 등

에 설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 치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측정 데이터를 지속 으로 축척

하여 빅 데이터 기반 기오염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

서 머신러닝 기법을 추가하여 단순히 재의 기오염 정

보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기오염 정보도 측할 수 있

는 기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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