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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오염

도는 선진 주요 도시 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1].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의 농도가  증가할 

때 호흡기계관련 질환 입원발생위험이 8.84%로 증가
함을 보고하고 있다[2].

이처럼 미세먼지에 의한 인체 영향이 밝혀지면서 
미세먼지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두되
고 있다. 이로 인해 부분의 국가에서 기환경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측정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367개의 측
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할 수 있다
[3],[4]. 그러나 부분의 측정소는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사용자 주변의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주 환
경의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장거리 무선통신
이 가능한 LoRa LPWA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 시스
템을 제안한다. 

Ⅱ. 하드웨어 구성

그림 1은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측정 장치에 사용된 미세먼
지 센서의 경우, , , 의 측정이 가

능하며, MCU의 경우 Wi-Fi 및 Bluetooth 통신이 
가능한 Espressif Systems사의 ESP32가 사용되었
다. 또한 LoRa transceiver의 경우 Semtech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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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나, 측정소 설치의 불균형 및 지형 차이로 인해 거주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본 논
문에서는 거주 환경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LoRa LPWA 기반의 미세먼
지 측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LPWA를 활용하여 인
터넷 구축이 어려운 외부 환경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능하다. 제안한 시스템을 거주 환경에 
적용할 경우 거주 환경에 적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Recently, Although particulate matter monitoring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result of social attention 

to the human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data suitable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n not be obtained 

due to imbalances in the installation of monitoring stations and differences in topography. In this paper, we 

propose LoRa LPWA-based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 system which can make long distance wireless 

communication to measure particulate matter in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proposed system,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data of the external environment which is difficult to construct the internet by utilizing LPWA 

which is a long distanc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hen the proposed system is applied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provide particulate matter monitoring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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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1278이며, 측정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OLED를 
통해 표시한다. 

 

그림 1. 미세먼지 측정 하드웨어 

Ⅲ. 시스템 설계

그림 2는 LoRa LPWAN 기반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모듈 간 데이
터 전송은 인터넷 구축이 어려운 외부 환경의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장거리 통
신이 가능한 LoRa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듈 간 
통신에 사용된 LoRa parameter의 경우 주파수는 
915MHz, coding rate 4/5, spreading factor 12, 

bandwidth 125kHz로 설정하였다. 

그림 2.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성도 

송신기의 미세먼지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serial 통신을 통해 MCU로 전송되며, MCU는 
LoRa를 통해 수신기로 자신의 ID, 측정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신기는 데이터를 수신 받은 뒤, 측정 
데이터를 OLED를 통해 표기한다. 이후 AP와 접
속하여 측정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php를 통해 MySQL DB에 저장
된다. 그림 3은 측정 시스템을 통해 DB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3.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Ⅳ. 결  론

최근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하여 미세
먼지 모니터링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측정소 설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용자 주변의 
정확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LoRa LPWA 기반의 미세
먼지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의 경우 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LoRa LPWA

를 활용하여 인터넷 구축이 어려운 외부 환경에
서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모듈에 설치
된 OLED를 통해 현재 측정된 위치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가능하다. 향후 서버에 저장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실내 ･ 외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
하고, 분석된 결과를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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