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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센서를 활용한 미세먼지 분석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Fine Dust Analysis Technology using Io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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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미세먼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외부 미세먼지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공기 청정기 제품의 구입율이 높아지고 있
다. 공기 청정기는 내부에 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해 필터의 교체 유무를 LED 알람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
준다. 하지만, 현재 필터율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측정하고, 작동하는 송풍기의 압력을 결정해주는 제품은 없는 상태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인 아두이노와 미세먼지 센서, 차압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측정된
미세먼지와 압력 값을 계산하여 필터율에 따라 필터가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이썬 프로그래
밍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Abstract  In addition to yellow dust occurring in China, fine dust has become a hot topic in Korea 
through news and media. Although there is fine dust generated from the outside, the purchase rate of
air purifier products is increasing as external fine dust flows into the inside. The air purifier uses a filter
internally, and the sensor notifies the user through the LED alarm whether the filter is replaced.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product measuring how much the filter rate is reduced and determining 
the pressure of the blower to operate. Therefore, in this paper, data are generated directly using 
Arduino, fine dust sensor, and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In addition, a program was developed using 
Python programming to calculate how old the filter is and to analyze the wind power of the blower 
according to the filter rate by calculating the measured dust and pressu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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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3D 프린
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IoT 기술은 다양한 센서
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IoT 기기로는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가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는 운영체제를 이용하
여 활용성이 높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C언어 기반의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LCD, 모터와 
같은 단순 센서 역할만 수행할 때는 라즈베리 파이보다 
더 활용성이 높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 이를 줄이기 위한 관
련 기술 개발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미세먼
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 논문 저자는 초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1].

이처럼 미세먼지는 국가 환경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미세먼지 및 
차압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로 실시간 전송하였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분석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미세먼
지의 값과 공기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센서를 소개하고, 관련된 연구를 소개한다. 3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상세 프
로세스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관련 센서 및 연구

1.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개발 보드이다. 다양한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한 
개발환경을 갖추고 탈부착이 가능한 핀들로 구성되어 있
어 보드를 수정하는 것이 쉽다[2].

따라서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센서를 내부의 모듈을 
사용하여 개발 보드를 완성할 수 있으며, 아두이노 전용 
개발 IDE를 통해 센서 동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
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다[3].

2. 미세먼지 센서(GP2Y1014AU0F)
다양한 미세먼지 센서 중에서 GP2Y1014AU0F는 적

외선 발광 다이오드(IRED)와 포토다이오드가 대각선으
로 배치되어 공기 중 먼지에서 발생한 반사광을 감지할 
수 있다[4]. 또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와 입자를 측정
하는데 필요한 전류 소모량이 7V DC 전원으로 동작 가
능하며 농도에 따라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으로 값을 읽는 장점이 있다[5]. 측정할 수 있
는 미세먼지의 범위는 PM10을 포함하여 PM2.5까지 측
정이 가능하여 PM2.5보다 낮은 수치인 초미세먼지까지 
측정이 가능하다[6].

3. 차압 센서(53A-L15H-2210)
차압 센서(53A-L15H-2210)는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서 압력의 차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이다. 
차압 센서는 오리지날 차압 센서(Differential pressure 
sensor)와 게이지식 차압 센서(Gauge pressure sensor) 
두 가지로 구분한다.

오리지날 차압 센서는 두 환경의 압력의 차이를 측정
하며 수압 요소인 다이어프램이나 벨로즈의 양쪽에 압력
을 주는 방식과 2개의 수압 요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
다. 또한, 오리피스 유량계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정압이 
차압 측정 범위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정압이
나 오버레이 지압이 적용하는 조건에서 이용하는 데 걸
리는 특성이 필요하다[7].

게이지식 차압 센서의 경우 하나의 환경은 대기압을 
보정하며, 다른 하나의 환경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
여 대기압에 대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이다. 수압 요소
인 다이어프램이나 벨로즈의 피 측정 쪽을 대기에 드나
들도록 하여 대기와의 차압을 측정한다. 차압 센서의 종
류 중 하나지만 항상 대기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압 센
서의 정압 특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압력센서로써 많이 
사용한다.

4. 관련 연구
공공데이터 포털로 속해있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

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8]. 이 연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측정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변량 자료를 조사하여 이들 사이의 확률적 관계를 밝히
는 것을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결합 범위의 확률을 나타내고 각각의 결합등급에 
속하는 확률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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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 기반 센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스템 구조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Big Data-based for Senso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그림 2.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시스템 시나리오
Fig. 2. System Scenarios for Data Generation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 속해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9].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심한 포
항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이후로 측정된 미세먼지 농
도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포항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관한 자연, 인위적 
요인에 대해 종합적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대기오염물질은 많은 자연적인 기상요인
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감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환경 문
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직접 IoT 센서를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Ⅲ. 시스템 구조 및 프로세스 소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3가지의 ‘데이터 생성 및 웹서버 전송 프로세스’, ‘데이터
베이스 전송 프로세스’, ‘데이터 정제 및 파이썬 분석 프
로세스’로 구성된다.

‘데이터 생성 및 웹서버 전송 프로세스’는 아두이노와 
미세먼지 센서, 차압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
고, 웹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웹서버를 경유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네
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직접적인 접근
은 보안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다. 또한, 웹서버는 기본
적인 Apache 서버가 사용되며, PHP 문서를 통해서 아
두이노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전송 프로세스’는 웹서버의 PHP 문서
로 데이터가 전송되면 전송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파싱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정제 및 파이썬 분석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파이썬 프로그래
밍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1. 데이터 생성 및 웹서버 전송 프로세스
본 1절에서는 IoT 기기로 사용한 미세먼지 센서와 차

압 센서를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추가로 
ESP8266 모듈을 이용하여 무슨 네트워크를 통해 웹서버
에 있는 PHP 문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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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시
나리오를 보여준다.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
향식은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여 바람이 통하는 
통로에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 전 미세먼지 센서 1개, 필
터 후 미세먼지 센서 1개, 필터 전후에 튜브를 이용해서 
바람의 압력을 계산하는 차압 센서 1개가 사용된다.

하향식의 경우 바람이 흐르는 경로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법이며, 사용한 센서와 방식은 상향식과 
같기에 설명을 생략한다.

 

그림 3. 상향식(좌)과 하향식(우) 데이터 수집 방법
Fig. 3. Top-down (left) and top-down (right) data 

collection methods

그림 3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할 때 
사용된 기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림 3의 좌측이 상향식 
방법이며 우측이 하향식 방법이다. 또한, 외부의 미세먼
지를 직접 실내로 가져와 실험하는 방법은 환경상 어렵
다. 따라서 고기집에 방문하여 센서를 연결하고, 고기를 
구우면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를 측정하여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그림 4는 사용한 아두이노 6개와 미세먼지 센서 
4개, 차압 센서 2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IoT 센서
Fig. 4. IoT sensors used to colle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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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ESP8266.h"
#include <SoftwareSerial.h>
#define SSID        "SSID"
#define PASSWORD    "PASSWORD"
#define HOST_NAME   "192.168.0.15"

const int sharpLEDPin = 2;
const int sharpVoPin = A0;
SoftwareSerial mySerial(10, 9);
ESP8266 wifi(mySerial);

void setup() { 
 pinMode(sharpLEDPin, OUTPUT);
  …… }

void loop() {
  digitalWrite(sharpLEDPin, LOW);
  ……
  Vo = Vo / 1024.0 * 5.0;
  float dV = Vo - Voc;
  if ( dV < 0 ) {
    dV = 0;
    Voc = Vo; }

  String cmd = "AT+CIPSTART=\"TCP\",\"";
  cmd += HOST_NAME;
  cmd += "\",80";
  Serial.println(cmd);
  mySerial.println(cmd);
  if (mySerial.find("Error")) {
    Serial.println( "TCP connect error" );
    return; }
  char Dust[20];
  
  String ValueB(floatToString(Dust, dustDensity, 2, 0));
  cmd = "GET /insert_dust1.php?dust='" + ValueB + 
"(ug/m3)'\r\n";  }

그림 5. 미세먼지 센서 핵심 코드
Fig. 5. Fine dust sensor core code

그림 5는 미세먼지 센서를 동작하기 위한 코드 중 핵
심 부분을 보여준다.

1) 무선 와이파이 센서인 ESP8266을 활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헤더를 지정하고, ESP8266 센서가 무선 공
유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기 위해 접속 관련 무선 공유기 이
름(SSID), 무선 공유기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지
정한다.

2) 아두이노에 미세먼지 센서와 무선 와이파이 센서의 
핀을 브레드보드와 연결하기 위해 핀 번호를 지정하며, 
3) 아두이노의 전원을 연결하고, 초기에 발생하는 신호를 
설정하기 위한 값을 지정한다. 4) 실제로 아두이노가 동
작하면서 측정되는 값을 센싱하기 위한 부분이며, 아두이
노는 라즈베리 파이와 다르게 아날로그값만 센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값을 디지털로 변환한다. 

5) 센싱된 값을 기존 1)에서 설정한 무선 공유기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값을 이용하여 웹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연결을 한다. 웹서버에서 PHP로 제작된 문서를 이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값을 저장하기 위해 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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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HTML Get 요청 쿼리를 이용한다.
그림 6은 차압 센서를 동작하기 위한 코드 중 핵심 부

분을 보여준다.

1
2
3
4

5

6

7

1) 미세먼지 센서 코드와 동일
2) 미세먼지 센서 코드와 동일
3) 미세먼지 센서 코드와 동일
4) 미세먼지 센서 코드와 동일

void loop() {
  void loop() {
  float sensor_volt;
  float sensorValue = 0;
  float pressure_value_PSI = 0;
  float pressure_range_PSI = 0.15;
  int pressure_value_PA = 0;
  int pressure_range_PA = 1034;

  sensorValue = sensorValue/100.0;
  sensor_volt = sensorValue/1024*5.0;
  pressure_value_PSI = (sensor_volt - 0.5) * 
(pressure_range_PSI / (5 * 0.8));
  pressure_value_PA = (sensor_volt - 0.5) * 
(pressure_range_PA / (5 * 0.8)); 
}

6) 미세먼지 센서 코드와 동일

  char Psi[20];  
  String ValueB(floatToString(Psi,pressure_value_PSI, 2, 
0));
  char Pa[20];  
  String ValueC(floatToString(Pa,pressure_value_PA, 2, 
0));
  
  cmd = "GET 
/insert_press.php?psi='"+ValueB+"psi'&pa='"+ValueC+"pa'
\r\n"; }

그림 6. 차압 센서 핵심 코드
Fig. 6.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core code

1), 2), 3) 4), 6) 부분은 무선 공유기 접속을 위한 초
기 설정값과 아두이노에서 센서를 데이터를 발생하기 위
한 신호 처리 값을 나타내며, 미세먼지 코드를 설명할 때 
작성했던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5) 차압 센서에서 발생하는 센서 값을 저장하고, 차압 
센서의 초깃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미세먼지 센서와 동
일하게 아날로그값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디지
털화하기 위한 계산식도 포함되어 있다. 7) 아두이노에서 
웹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으로, 차압 센서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저장하는 Psi, Pa 변수를 선
언하고, 값을 문자열 형태로 변환하여 HTML Get 요청 
쿼리를 이용하여 웹서버에 있는 PHP 코드로 전송하게 
된다.

2. 데이터베이스 전송 베이스
본 2절에서는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여 웹서

버로 데이터를 전송된 데이터를 파싱받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7은 웹서버 PHP 문서의 
코드를 보여준다.

1
2

3

<?php
   $con = mysqli_connect("localhost", "root", "tlsehd12", 
"db"); 
   if (mysqli_connect_errno()) {
      echo "Failed to connect to MySQL: " . 
mysqli_connect_error(); }

   $Dust = $_GET["dust"];
   $sql = "insert into db.dust1(Dust) values($Dust)";
   $Psi = $_GET["psi"];
   $Pa = $_GET["pa"];
   $sql = "insert into db.press(Psi, Pa) values($Psi, $Pa)";

   mysqli_query($con, $sql);
   mysqli_close($con);
?>

그림 7. PHP 문서 코드
Fig. 7. PHP Document Code

1) con 변수를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인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호스트 주소, 아이
디, 비밀번호, 사용할 DB를 설정한다. 2) 만약 오류가 발
생할 경우를 대비해 한 번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
류 발생 확인 코드를 추가한다. 

3) Dust 변수에 미세먼지 센서 코드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Psi 변수에 압력 센서 코드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온다. 그리고 Insert SQL 질
의문을 이용하여 각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결을 
끊는다.

그림 8은 테이블 스키마 구조와 데이터 파싱이 완료되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8. 테이블 스키마와 데이터가 저장된 모습
Fig. 8. Table schema and data stored

웹서버 PHP에서 사용할 DB를 선택하고, 미세먼지가 
저장되는 테이블인 dust1, dust2, dust3, dust4의 스키
마는 그림과 같이 “시간, 미세먼지 측정값”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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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차압 센서가 저장되는 테이블은 press, press2 테
이블이며, 저장되는 값은 “시간, Psi 단위 값, Pa 단위 
값”으로 구성된다. 오른쪽 그림을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가 측정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 데이터 정제 및 파이썬 분석 프로세스
본 3절에서는 수집이 완료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

터로 합쳐서 정제하는 작업과 최종 정제된 데이터를 파
이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수행된다.

그림 9. 수집된 데이터 및 최종 정제 데이터
Fig. 9. Data collected and final refining data

그림 9는 각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최종 정제
된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림 9의 상단 좌측부터 
필터 전 미세먼지 센서의 수집된 데이터, 중간은 필터 후 
미세먼지 센서의 수집된 데이터, 우측은 차압 센서의 수
집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림 9의 아래는 최종 정제된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에서 pressure 컬럼의 값은 차압 
센서의 psi 컬럼을 의미하고, rate 컬럼의 값은 필터 전 
미세먼지 값에서 필터 후 미세먼지 값의 빼기 연산을 통
한 결과를 의미한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또한, 
입력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두 가지를 사
용하며, 이전 데이터는 측정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
전에 측정한 데이터를 의미하고, 현재 데이터는 최근에 
측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림 10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개발한 분
석 프로그램의 UI를 보여준다.

그림 10. 파이썬 분석 프로그램 UI
Fig. 10. Python Analysis Program UI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
는 분석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양한 분석이 실행되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
림 11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1. 센서 데이터 입력 화면
Fig. 11. Sensor data entry screen

그림 11의 상단은 이전 데이터 버튼을 선택했을 때 파
일 탐색기 창이 출력되며, 최종 정제된 데이터 중 이전 
데이터 파일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그림 11의 하단처럼 
현재 데이터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 데이터와 동일하게 
현재 데이터 파일을 입력하면 된다.

그림 12는 파일의 입력이 완료된 후 그림 10에서 오
른쪽에 위치한 분석 버튼 중 첫 번째인 ‘모든 그래프 오
버뷰’ 버튼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을 시간, y축을 필터 전 미세먼
지로 설정하여 그래프를 표현하였으며,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을 시간, y축을 필터 후 미세먼지로 설정하였고, 마지
막 그래프는 x축을 시간, y축을 압력으로 지정하여 출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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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든 그래프 오버뷰 결과
Fig. 12. All Graph Overview Results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먼지가 높은 수치로 들어올 
때 필터를 통해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
동으로 송풍기의 압력을 수동으로 강하게 돌릴 때 미세
먼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필터 적정 압력 시험 결과
Fig. 13. Optimum filter pressure test results

그림 13은 그림 10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분석 버튼 
중 두 번째인 ‘필터 적정 압력 시험’ 버튼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여준다.

UI 창에서 필터율 부분에 130을 입력했을 때 출력되
는 그래프이다. 필터율이 130일 때 회귀분석에 의해서 
생성된 회귀곡선에 따라 적정 압력이 597이라는 값을 알
려준다. 따라서 현재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필터율을 확인
하고, 필터율을 낮추기 위한 송풍기의 압력 값을 결정하
고,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4. 필터 교체 주기 확인 결과
Fig. 14. Filter replacement cycle check results

그림 14는 그림 10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분석 버튼 
중 세 번째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버튼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여준다.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의 회귀분석 곡선을 통해 
분석된 그래프를 출력하며, 필터의 교체 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필터의 교체주기는 필터가 얼마나 오염되
었는지에 따라 교체를 해야 하며, 필터를 통과할 때 미세
먼지의 양이 많지 않다면 필터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필터 주기는 다르게 된다.

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그래프는 이전 데이터를 활용
하여 100%로 기준을 잡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데이
터인 현재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얼마나 필터가 감소
하였는지 출력하여 필터의 교체 주기를 알려준다.

따라서 필터율이 160일 때 이전 데이터의 압력 값은 
약 450, 현재 데이터의 압력 값은 620으로 이전 데이터 
필터율과 압력을 100%로 기준 잡고, 얼마나 감소하였는
지를 그래프의 좌측 상단의 “예전 필터율에 비해 39 퍼
센트 감소 되었습니다.”라는 결과를 통해 필터가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부터 17까지는 파이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경고창을 보여준다.

그림 15. 잘못된 데이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 경고창
Fig. 15. Error alert when entering wro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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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파일 탐색기
를 통해 입력할 때 잘못된 컬럼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 경고창이다. 즉, 최종 데이터 형식인 “시
간, 필터 전 미세먼지 값, 필터 후 미세먼지 값, 압력 값, 
필터율”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아니면 경고 오류 창을 출
력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림 16. 입력 데이터 없이 분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 경고창
Fig. 16. Error warning window when analyzing without 

input data

그림 16은 입력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버튼을 선택하
지 않아 입력된 데이터가 없이 분석 버튼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경고창이다.

그림 17. 잘못된 필터율 값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 경고 창
Fig. 17. Error warning window when you enter an 

invalid filter rate value

그림 17은 ‘필터 적정 압력 시험’ 버튼과 ‘필터 교체 주
기 확인’ 버튼 좌측에 위치한 필터율 텍스트 박스에 잘못
된 값을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0을 비롯하여 
정수만 입력되며, 실수와 같이 측정되지 않는 범위의 값
을 입력하면 그림 17과 동일한 오류 경고창을 출력하게 
된다. 또한, 공백과 특수 기호로 취급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같은 기호를 입력했을 때도 발생한다. 이처럼 
분석기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오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예외 처리도 적용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두이노
와 미세먼지 센서 및 차압 센서를 활용하여 필터율에 따
라 적정 압력 값을 확인하며, 필터의 노화를 확인하고, 필

터를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필터 적정 압력 시험을 통해 현재 필터율 수치

에 따라 송풍기의 압력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수동
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송풍기를 강하게 동작시켜
야 필터를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더 확장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현재 필터율에 따라 자동으로 
송풍기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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