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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ine dust detecting terminal which can transmit data in real time was developed. The terminal used

a wide spreading LTE network and was powered by solarcell and battery for easy installation and independent operation,

because it did not need the wired power grid or wired communication network. The data showed the possibility of

forecasting fine dust changes by analyzing with the data from public meteorologic data. The developed terminal will be

helpful for predicting and analyse fine dust’s more precise flow and effect on environment with an easy installation on

any place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환경문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측정 단말기를 개

발하였다. 단말기는 설치가쉽도록외부와의 데이터 연결은전국에퍼져 있는 LTE 망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전원은 태양전지

와 충전지를 사용하여 유선 전력망에연결될 필요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적인 형태로 개발하였다.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

터는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데이터와 조합하여 미세먼지의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개발된 단말기는 임

의의 지역에서 간단한 설치 작업만으로 미세 먼지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의 보다 정확한 흐름과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s：solar cell, LTE, fine dust, IoT, self sustainable, Arduino MEGA

* Dept. of Aviat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 School. of Electronic & Electrical Engineer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kimhow@ikw.ac.kr, Tel：+82-54-479-1312

※ Acknowledgment

This Industry-Academic Joint Research was carried with

Argos Inc..

Manuscript received Feb. 22, 2021; revised Mar. 24, 2021;

accepted Mar. 25,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서론

현대 사회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 요

소는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농

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실외 공기 중에

있는 미세 먼지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1, 2]. Curwen 등의 외국 연구

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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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래전부터 나타난 경향이다[3]. 국내에서도 다

양한 연구 결과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4, 5].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 심한 황사에

의한 피해도 많이 보기 때문에 미세 먼지 및 초미

세 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세

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높은 편이고 관련된 자

료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국민들의 환경에 대

한 관심도에 비하면 측정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6, 7]. 기존의 기상정보

시스템은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온도나

습도, 기압 등을 측정하기 위함이고 이는 매우 좁

은 영역의 데이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의 보급이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대형 건물이

추가되고 있기에 부분적인 미세 먼지 과다 현상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기류의 흐름과 교통량 정체에

따른 변화가 심하게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8]. 이

제는 이러한 소규모의 변화도 실시간으로 측정 예

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 되고 있다[9].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환

경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하

고 실시간 측정이 되는 LTE기반 태양전지 작동의

IoT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하고 시범 동작 시켜

보았다. 본 측정 단말기는 LTE로 무선네트워크에

접속되고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한 전력을 축전

지에 저장하여 동작하므로 설치가 쉽고 연결되는

선이 없으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현재 대도시

는 전력 및 통신선의 지중화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무선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

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설치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Ⅱ. 본론

1. 미세먼지 기본 정보

WHO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particulate

matter라고 하며 고상과 액상의 입자로 공중에 넓

게 퍼지면서 지속적으로 떠다니는 공기 오염물질

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먼지의 지름은 10㎛ 이하의

물질을 의미하고(PM10) 지름이 2.5㎛ 이하의 입자

(PM2.5)를 미세먼지, 0.1㎛ 이하의 입자(PM0.1)를 초

미세먼지라고 한다. 지름 1～0.1㎛의 입자의 경우

콜로이드로 대기중에 수일에서 수주간 머무를 수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일어나는 영역이 된다. 먼지

입자는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물리 화학적 조성

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중금속 같은 위험한 오염원

도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다. 코와 기관지에서 걸

러 지지 않고 흡입되기 쉬운 미세-최미세 먼지의

경우가 더 큰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5].

2. 독립 운용 가능 미세먼지 측정 단말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은 디

젤게이트 등으로 잘 알려진 자동차 매연 및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연료 및 발전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국제적인 문제 및 매연

저감 장치가 미비한 노후 자동차 교체의 경제적 어

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원인 제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미세 먼지가 위험 수준 이상 상승했을 때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국소적인 영역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단위의 경우 기상청 등

에서 공기질을 측정하여 전광판과 인터넷 등을 통

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소영역의 측정을 위해서 독립 운용이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 자가발전 미세먼지 단말기를 아래

표 1에 나타난 사양으로 개발하였다. 단말기의 통

신은 SKT IoT 서비스용으로 나온 외장형 범용

Cat.M1 모뎀을 사용하여 통신하였다. IoT 기반으

로 다양한 인터넷 상의 정보와 원격 제어 및 실시

간 데이타 송수신을 위해 상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IoT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소형 태양전지 패널을

장착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태양전지는

기상 조건이 좋을 경우만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을 담당하는 것은 축전지로 상용

로케트 배터리를 케이스 내부에 장착하였다. 미세

먼지 측정은 삼영S&C의 DSM501A PM2.5 미세먼

지 센서를 사용하였다. PWM 출력으로 센서값이

나오기 때문에 아두이노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

디지털 입력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미 다양한 아두이노 기반 작품에 미세먼지 검출

소자로 쓰이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구하기도

편리한 제품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는 범용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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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핀의 숫자가 많아 확장성이 용이한 아두이노 Mega

2560을 사용했다.

Table 1. Fine dust detecting terminal components spec.

표 1. 미세먼지 측정 단말기 부품 사양

기능 사양

LTE 모뎀 SKT LTE Cat.M1 모뎀

태양광
패 널

사이즈：360mm * 270mm * 18mm
18V 10W 태양광 전지판
12V 충전용

축전지
Rocket Rechargeable Battery
ES 1.2 ～ 12(12v, 1.2AH)
사이즈：100mm * 50mm * 45mm

감지
센서 컨트
롤러

보드：아두이노 MEGA 2560

미세먼지 감지센서：DSM501A PM2.5

온습도 감지센서：DHT22 R

네트워크변환：RS232<->TTL

Solar Charge Controller：PWM
12/24V 10A 133 * 70 * 35mm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 단말기에는 온습도

감지센서인 DHT22 R을 케이스 외부에 장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차후 종합적인 환경

정보 수집기로서 활용도 고려하여 온습도 센서도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측정 시스템을 디자인 하

여 제작하였다. 온도 측정의 경우 직사광선을 맞으

면 안되기 때문에 백엽상 같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한 디자인이나 개발 도중으로 간략화

된 모습이다. 태양전지의 출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심하게 변동하므로 전압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컨트

롤러가 필요하여 PWM 방식으로 12V 10A 조정된

출력을 하는 컨트롤러를 장착하였다.

그림 1에 개발한 미세먼지 측정 단말기의 모식도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지대에

태양전지 패널이 가장 위에 자리하여 맑은 날 충전

을 하도록 되어 있다. 태양전지 아래 메인 박스에

센싱 과 컨트롤을 맡은 대부분의 부품이 위치하게

된다. 모식도에는 나타난 것처럼 미세먼지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

기 흐름은 메인 박스 아래를 흐르도록 설계 하였

다. 다양한 전자 부품이 메인 박스 안에 위치하고

미세먼지 정밀 측정을 위해서 직접적인 바람의 영

향을 피하도록 박스 하단에 외부 공기와 접촉 할

수 있는 개구부를 두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ine dust detecting system.

그림 1.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모식도

아래 표 2에 통신 모듈의 기술 방식에 대해 나열

해 놓았다. 네트워크망은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Cat.M1 서비스를 사용했다. Cat.M1망은 실제

LTE 고속 전송 방식에 비해서는 저속의 네트워크

지만 375k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므로 이번 개

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였다. 추가로 전송시

TCP방식으로 빠른 전송도 고려하였다.

Table 2. Network transmission module of LTE Cat.M1.

표 2. LTE Cat M1 네트워크 송신 모듈

구분 기술방식

네트워크망 Cat.M1

네트워크방식 https

데이터타입 Json or XML or CSV

데이터암호화 RSA256

네트워크 방식은 데이터 전송시 보안이 강화된

인터넷 프로토콜인 https 방식을 사용하였고 전송

시 데이터 포맷은 XML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며, 실제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이므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Json과 오랫동안 사용되

어 대부분의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CSV 형식도 사

용하였다. 전송 시 RSA256 암호롸 모듈을 사용하

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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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말기 및 공공데이터 수집

단말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하

였지만, 부가된 온습도 센서를 통해 얻은 온습도 정

보도 축적된다. 그리고 단말기 자체의 정보(위치 등)

도 포함해서 IoT 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해 수집된다.

현재 기상청, 에어코리아 및 지자체별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 의해서 다양한 기상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

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현재 기상청 및 에어코리아의 데

이터는 시간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국토교통

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는 연도별로 데이터

가 업데이트되므로 기상 예측이나 미세먼지 분석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미세 먼지 측정 단말기 제작 및 구성

연구를 위해 제작된 단말기의 모습을 아래에 나

타내었다. 그림 2의 구성은 맨 왼쪽에 사용한 태양

전지 패널과 가운데 메인박스 하단, 맨 오른쪽에

메인박스 상단이 열린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그림

2에 가운데 아래 메인 박스 외부에 온/습도 센서가

연결된 것이 보인다. 미세먼지 측정은 메인 박스

내부 아두이노 메가 밑에 위치하고 있으나 온습도

센서를 외부에 위치한 것은 기기 동작에 따른 박스

내부 온도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다. 메인 박스 내

부에는 통신을 위한 모뎀과 태양전지 패널에서 발

전한 전력을 축전지에 맞게 조정해 주는 컨트롤러

가 위치하기 때문에 기기 동작에 의한 온도영향이

클 것으로 고려됐다. 온습도 센서는 대부분 주간

시간에 태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

했으나 위치를 고정한 형태는 아니었다.

Fig. 2. Whole view of a detecting terminal.

그림 2. 측정 단말기 전체 모습

아래 그림 3은 위의 그림 2에 가운데 부분을 부

분 확대한 모습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윗부

분에는 상용 충전지가 위치하여 기본적인 기기 동

작을 위한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배터

리는 12V로 충전되고 용량의 1.2AH로 태양전지

패널에서 출력되는 변동이 심한 전압을 조정하는

조정기가 왼쪽에 부착되어 있다. 온습도센서 및 미

세먼지센서의 동작은 사진 중앙하단부에 있는 아

두이노 메가에서 담당하였다. 아두이노 메가는 비

교적 넓은 범위의 전압(권장 7～12V, 허용 6～20V)

을 전원으로 공급받아서 5V 출력을 내기 때문에

표준적인 5V 동작을 하는 많은 센서 및 액츄에이

터를 쉽게 결합해서 구동할 수 있다.

Fig. 3. Bottom part of main box.

그림 3. 메인 박스 하단부

그림 4에 그림의 2의 오른쪽 부분을 확대한 모습

이 나타나있다. 메인 박스의 상단부로 IoT 모뎀과

LCD 패널의 뒷부분이 보이고 있다. 소형 LCD 패

널을 메인 박스 상단부에 장착하여 외부에서도 장

비 동작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각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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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LCD 패널은 i2C 통신을

이용해 아두이노 메가 보드와 연결하였다.

Fig. 4. Upper part of main box.

그림 4. 메인 박스 상단부

5. 단말기 측정 데이터 및 기상데이터

그림 5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에 나타난

데이터와 표가 나타나 있다. 프로그램은 공동 연구

를 수행한 (주)아르고스에서 개발한 기존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측정장소는 대구 서구의 아르고스

건물 옥상이었다.

Fig. 5. Data from terminal through IoT.

그림 5. IoT를 통해 수집된 단말기 데이터

아래 표 3에 위의 그림 5에 나와 있는 수치를 나

타내었다. 위의 그림 5는 컴퓨터 화면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소프트웨어 UI가 꾸며져 있다. 표 3의

자료를 기반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표 3과 그림 6에 나타난 측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겨울 자정부터 아침까지 미세먼지 측

정값으로 처음 시작 값인 한밤중의 수치가 가장 높

고 아침 9시를 향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 장소가 대구 서구 공단근처로 대형

차량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기 때문에 차량 흐

름이 새벽에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Table 3. Text Data from terminal.

표 3. 텍스트 기반 측정 수치 자료

측정 위치 날짜 시간 측정값(㎍)

대구 서구 2020-01-08 0:00 14.5

대구 서구 2020-01-08 1:00 14.2

대구 서구 2020-01-08 2:00 12.8

대구 서구 2020-01-08 3:00 11.2

대구 서구 2020-01-08 4:00 10.7

대구 서구 2020-01-08 5:00 9.9

대구 서구 2020-01-08 6:00 8.8

대구 서구 2020-01-08 7:00 8.6

대구 서구 2020-01-08 8:00 8.9

대구 서구 2020-01-08 9:00 8.1

Fig. 6. Graph from text data.

그림 6. 텍스트 기반 측정 수치 자료 그래프

위의 분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요소는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매우 심하다, IoT를 통한 계속적인 정보 수집에 더

불어 공공이나 민간이 제공하는 기상데이터를 수

집해서 같이 저장 분석할 필요가 있다. API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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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도 아래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프

로그램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7의 데이

터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 공공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7. Public meteorologic data.

그림 7. 기상 공공 데이터

Ⅲ. 결론

본 연구에선 태양전지 전력공급 방식 자가동작

가능 지속가능형 LTE 기반 IoT 미세먼지 측정 단

말기 개발을 수행하였고, 시범 동작으로 측정한 데

이타를 IoT 인프라를 통해 수집하였다. 전국에 연

결된 LTE로 무선네트워크에 접속되고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한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여 동작하

므로 동작에 필요한 외부 연결 통신선이나 전력선

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공사비가 거의 들지 않아 경

제적인 설치가 쉽고 저렴한 운용이 가능하다. 아두

이노 아트메가 2560을 주 컨트롤러로 하여 미세먼

지측정센서와 온습도 센서 충전지 등으로 단말기

를 구성하였으며 통신은 상용 SKT IoT망을 이용

하였다. 시범운용 결과 단일 데이터로는 미세먼지

예측에 한계가 있으나 공공 기상데이터 등을 이용

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상

데이터도 병용하여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경우 지속 가능형

미세먼지 측정 단말기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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