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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에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장착하고 원거리에서 비행시킴으로써, 주기적으로 특정 구역(비행 가능 구역)의 먼
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먼지 센서와 GPS로 측정된 데이터는 지그비 통신을 통해 지상 측정센터의 MySQL 서
버로 무선으로 전송되며, 서버에 축적된 데이터는 어플 또는 웹과 연동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경우, 해당 지역에 문자 경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1.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국내 현황
  먼지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
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um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 하고 그보다 
더 작은 지름 2.5um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하는데 
이는 머리카락의 약 1/20 ~ 1/30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대기 중을 
떠다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함으로써 건강에 매
우 나쁘며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미세먼지를 사람에
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1 ~ 2006년 까지
는 일정 수치 내에서 움직였으며 2007년부터 감소 추세
였지만, 최근 들어 대기 질이 다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그래프

2. 미세먼지 측정의 현 실태
  에어코리아에서 현재 제공하는 국내 실시간 대기 오염
도 정보 (그림 3)의 자료를 보면, 대기 측정소가 수도권

에 대부분 집중되어있고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측정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Airkorea.or.kr의 국내 실시간 대기정보
  인구 밀도에 따른 측정소의 배치라 하더라도, 인구가 어
느 정도 사는 지역에 측정소가 전혀 없는 곳이 많으며 한 
측정소가 담당할 수 있는 대기질의 범위에 비해 측정소의 
배치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또한 PM 2.5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강원, 충남, 경남 일부 지역 등은 아직 해당 
측정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측정 정보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측정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
으면 측정소가 밀집된 지역은 이동 경로를 그나마 측정소
간의 데이터 연결로 알아낼 수 있겠지만 측정소가 뜸한 

주 요도시 미세먼지 오 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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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이동 경로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예보 결과는 정확도가 80%
에 그쳤고, 지난 2015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경우 고농
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의 예보정확도가 65%에 불과
했다.1)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면 관련 정책 시행 진행에 
혼란이 빚어지기에, 이러한 현실은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가를 잘 나타낸다.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은, 특정 구역을 비
행하며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지상 센터의 서
버에 전송한다. 구역을 담당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
써 정체된 미세먼지의 농도가 아닌 이동 경로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미세먼지 현황을 알 수 있어 측정
소가 적은 지역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3장에서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측
정 시스템 설계, 4장에서는 이의 구현과 결과에 대해 서
술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
다.

3.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설계
  측정 시스템의 설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파트를 나누어 진행한다. 장애물을 피해 해당 구역의 미
세먼지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면서 드론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서버에 전송된 데
이터는 DB에 저장되었다가 웹과 안드로이드의 요청이 들
어오면 데이터를 송신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위험 수치를 넘을 경우 경계 문자 메시지
를 수신한다.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은 드론의 제어와 미세먼지 농도, GPS의 데이터
를 측정하는 제어 및 측정 모듈과 이를 저장 및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듈,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드론의 

1) 독해진 미세먼지... 보 정확도는 ‘나쁨’, 《SBS 리포트+》, 2017.04.1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4819, 속일자 

2017.09.19.

상태와 움직임의 제어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지상 
센터에서 담당하고, 원거리 비행 중인 드론과 데이터베이
스간의 통신은 지그비 통신을 이용한다.

3-2. 하드웨어 설계
  추가 기능 개발용으로 많이 쓰이는 DJI사의 F450 드론
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원거리 비행기능을 구현함과 동시
에 GPS를 이용한 Return Home 기능 이용, Flight 
Controller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비행 퍼포먼스의 제어가 
가능하다.
  센서부에는 샤프사의 GP2Y11010AU0F 센서를 활용하
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비행을 하면 센서 내부의 
가운데 원통에 공기가 흐르게 되고, 원통의 적외선 송신
기와 수신기가 먼지에 의해 반사되는 빛의 양을 파악해서 
입자 수를 감지한다.1) 이 센서는 지상 관측용으로 제작되
었기에 비행 중 공기의 흐름과 지상에서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D프린터로 센서 커버를 
제작하여 바람세기에 의해 측정값이 튀지 않도록 한다. 
본 센서의 장점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5V, 
20mA의 저전력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PM2.5 
수준의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그비(ZigBee)는 GPS와 함께 측정된 미세먼지 데이터
를 지상 센터로 송신하기 위한 통신 모듈로 쓰이게 된다. 
지그비는 저전력 디지털 라디오를 사용하는 하이레벨 통
신 프로토콜이며 낮은 데이터률, 적은 배터리 소모, 네트
워크 안정성을 요구하는 RF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된
다. 이 지그비를 드론과 지상 센터의 컴퓨터에 각각 장착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3-3. 소프트웨어 설계
  지그비에 의해 실시간(대략 2-3분 주기)으로 지상센터
로 전송 받은, 미세먼지와 위치, 시간 데이터는 먼저 
Processing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txt파일 형식으로 변
환된다. ‘시간, 농도, GPS’ 형식처럼 ‘,’로 구분되어 나열된 
txt파일은, 코딩된 PHP파일에 의해 MySQL 서버의 데이
터베이스로 옮겨지게 된다. MySQL의 DB에 저장된 데이
터들은 웹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주기적으
로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
여 사이트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으로도 현재 지역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와 
추후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기준치 초과 경보와 이동경로 측정 방식은 다음의 알고
리즘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경보 값은 농도
를 를 단위로 할 때 81~150이 나쁨, 151이상을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비동기 측정방식인 관측
소 주변만 판단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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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OS Windows 7 & 10, Linux
IDE Android Studio, Apache

Language MySQL, PHP, Java

hardware
Device DJI Drone F450, Arduino Uno
Sensor Zigbee, GPS, fine dust detector

Telecom Serial, UART Telecommunicationz
External Library Capio, Wix, Processing MIT programs

농도와 이동경로를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
을,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능 흐름도를 작성했다. 넓은 지
역의 농도는 경보 기준치를 따르되 이동경로 측정에서는 
데이터 비교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맑은 날 기준으
로 지역별과 계절별로 측정하여 기준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DB에 축
적된 맑은 날의 기준치보다 일정 이상 높아지는 경우, 미
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주변 지역의 
측정 농도 변화와 연결 지어 판단한다. 기상청의 풍향의 
이동방향도 함께 참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이렇게 지역별 데이터 비교 방식을 사
용하여, 미세먼지가 이미 대기 질이 좋지 않은 지역을 통
과하더라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소프트웨어 기능(S/W) 흐름도
웹은 WIX, 무료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시킬 수가 없어 Caspio라는 프
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킨 후 HTML코드를 
WIX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이
용하였다. 또한 안드로이드와의 연동은, MySQL에서 데이
터를 Json형식으로 가져오고, Json값을 변수에 대입하여 
achartengine 라이브러리를 통해 그래프를 그려내도록 하
였다.

4.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개발 및 구현
4-1. 개발 환경

4-2. 하드웨어 개발 및 구현
  미세먼지 측정 센서와 GPS를 장착한 드론은 실시간으
로 지상 센터의 서버와 통신하며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
된 데이터는 ‘농도, 시간, 위치’ 형태로 지그비를 통해 송
신된다.

<그림 5> 미세먼지 수집 및 처리 과정
  드론의 미세먼지 측정 비행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바
깥쪽에서 안쪽으로 원형으로 도는 경로 또는 왔다 갔다 
하며 사각형을 그리는 경로 등이 있는데, 이는 로봇청소
기가 장애물들을 피해 청소하는 경로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드론은 비행하여 움직이기에 미리 선조종과 GPS로 
건물 등 장애물을 세팅시키고 해당 경로를 반복적으로 비
행하게 된다.

<그림 6> 드론의 비행경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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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드웨어 모듈 연결도
  아두이노와 미세먼지 측정 센서 및 지그비 통신의 연결
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측정 센서는 드론 본체의 아랫
부분에 카메라 대신 장착하였다.

4-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현
  프로세싱을 통해 txt파일 형태로 변환된 ‘농도, 시간, 위
치’ 데이터는 PHP를 통해 읽어들여 MySQL DB에 저장되
고, 이후 저장된 데이터는 WIX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의 요청에 따라 사용되게 하였다. 
  Wix는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으로 손쉽게 업데이트 및 
편집이 가능하여 간단한 데이터 확인 자료들을 배치하여 
구축한 후, Caspio를 통해 MySQL DB와 연동이 되도록 
하였다. 바로 WIX와 데이터베이스는 연동이 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Caspio를 거쳐 HTML형식 참
조방식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8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세먼지가 측정된 값이 실시간으로 DB에 전해지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MySQL DB와의 데이터 송수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내
부 함수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DB의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였고, 업데이트된 값들은 그래프와 수치로 다시 
표시되도록 개발하였다.

5. 결  론
  본 프로젝트에서는 드론에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하고 
지정된 범위 내를 주기적으로 비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측
정 시스템보다 더 정확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측정소가 많은 수도권보다 넓은 
지역의 측정소가 뜸한 지역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이동 경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측
정소들은 노후가 되어 PM2.5도 측정할 수 없는 곳도 많
은데, 측정 기기의 교체 비용도 만만찮을뿐더러 그 정확
도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이동하며 지역적으로 미세
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저렴한 구축비용과 높은 정확
도에 기반을 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은 좀 더 진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
으로 개발되어 심해져가는 현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새로
운 대응책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장이나 굴뚝같은 미세
먼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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