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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역 내의 도시들은 인구수, 계절, 교통량, 산업단지 등의 변수에 따라 대기오염의 수치가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 SO2, PM10, NO2, CO, O3이 관측되는 소규모 지역에 대

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본페로니(Bonferroni) 다중 비교분석을 

기반하여 기간별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지도를 각 소규모 도시의 좌표와 연동

하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규모 도시들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대기오

염 물질을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ities in the region have a problem in that they cannot accurately monitor small areas because the number of air 
pollution is differently observed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season, traffic volume, and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small areas where 
representative air pollutants SO2, PM10, NO2, CO, and O3, which adversely affect the human body, are observed throug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addition, based on Bonferroni's multiple comparative analysis, the air pollution level by 
period is shown. The map for the monitoring system was linked with the coordinates of each small city to visualize air 
pollutants for small cities based on the analysis data.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user with a monitoring 
system of air pollutants for the region more precisely, and to prevent them from accidents that may occur due to air 
pollution in everyday life.

키워드 : 결정계수, 대기오염, 도시화, 모니터링

Keywords : Air pollu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Urbanization, Monitoring

Received 30 April 2020, Revised 13 May 2020, Accepted 1 June 2020
* Corresponding Author Hoekyung Jung(E-mail:hkjung@pcu.ac.kr, Tel:+82-42-520-5640)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8.963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8: 963-969, Aug. 2020

964

Ⅰ. 서  론

여러 나라에서는 대기오염 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대표 지역마다 여러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시간별 모

니터링까지 제공해주고 있다[1-3]. 이에 고정형 센서 및 

이동형 센서에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대기오염 지수 모

니터링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관측되고 인체에 악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 SO2, PM10, NO2, 
CO, O3에 대해 지역마다 결정계수를 통해 비교분석 하

였다. 그리고 본페로니 다중 비교분석을 기반해 사후검

정을 실시하여 기간별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모니터

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

글맵과 연동하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들에 대

한 대기오염 물질을 시각화 하였으며, 비교분석 방법으

로는 상관관계를 통해 사후검정을 마친 대기오염 물질

과 지도 내에 각 도시 좌표들을 시각화하여 대기오염 지

수와 같이 나타내었다.

Ⅱ. 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요구사항

대기오염 물질 분석은 예측, 측정, 분석 등으로 나눠

지는데 대부분 대기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대기오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2.1. 이용 데이터

본 논문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는 한국환경공

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

도를 공개하는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전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중 사용되는 

대기오염 물질 변수는 CO, NO2, PM10, O3, SO2를 사

용하였고, 총 변수는 날짜, 시간, 지역, CO, NO2, PM10, 
O3, SO2, 지역코드, 월, X축, Y축으로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0.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2. 데이터 비교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값들만 추출

하여 가공한 뒤 분석을 진행한다. 데이터 가공이 완료된 

추출 데이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결측값을 

제거해야 데이터의 누락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분석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공한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본페

로니 다중 비교분석을 기반해 기간별 대기 오염도를 나

타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첫째로 각 대기오

염 물질에 대해 결측치를 제거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야 한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

해 사후 검정을 실시한다. 둘째로 지역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분석을 연구한다. 세 번째로는 기간별 대기오염 물

질 분석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기간별에 대

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6-8], GIS를 통해 모니터링을 

보여준다. 대기오염 물질은 수치값에 따라 분석이 다양

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정제가 필요하다.

Ⅲ. 대기오염 물질 분석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분석 시스템에 대한 시스

템 구성도, 흐름도, 시각화 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3.1.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대기오염 물질 분석 시스템은 다중 비교를 위해 각 변

수 데이터들을 데이터 정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

터링을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게 

결측치를 제거하고 원하는 변수를 가공하여 실험을 진

행한다. 이는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림 1은 모니터링 시스템

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2는 대기

오염 물질 분석에 대한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다. 흐름

도는 먼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
리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변수를 추출한다. 여기

서 필요한 변수는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의미한다. 변수 

추출을 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를 통해 올바른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공분산 분석과 결

정계수 분석을 통해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 다

음 본페로니 사후 검정을 실시한 뒤 데이터들을 k-means 
군집시킨다. 여기서 군집을 통해 나온 클러스터 값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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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nbClu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최적화된 클러스터 값을 얻었다. 클러스터 값은 오염

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잡기 위한 변수이다. 이에 클러스

터 값을 얻은 데이터는 이후 지역별, 시간별로 대기오염 

지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다. 

Fig. 1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Fig. 2 Air pollutant analysis system flow chart

이에 따라 그림 3은 클러스터 값을 기반으로 시각화

를 위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해당 흐름도는 클러스터 값

이 정해진 정제된 데이터로 시작되며 클러스터 값을 새

로운 변수로 새롭게 추가한다. 그리고 대기오염 지수가 

정해진 클러스터 값을 토대로 시간별, 지역별 대기오염 

지수를 나타내고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을 진행할 구글맵과 연동하고 각 지역코드에 맞는 도시 

이름을 지정한 뒤 좌표를 얻어 새롭게 변수를 추가한 다

음 마지막으로 좌표 변수와 클러스터 값 변수를 통해 출

력한다.

Fig. 3 Monitoring system flow chart

3.2. 대기오염 물질 군집 설계

본 시스템 설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군집을 

진행하며 withinss를 통해 각 데이터의 클러스터 내부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분석하고, NbClu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물질 CO, NO2, PM10, O3, SO2에 

대해 최적의 군집 클러스터 수를 찾는다. 데이터 분석 

중 군집 분석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 군집을 몇 개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가 1∼3차원까지는 데

이터를 시각화하여 군집의 개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4차원이 넘어간다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

를 눈으로 파악할 수 없고, 추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
림 4는 최적의 클러스터 값 3을 분석하기 위한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에 매핑한 뒤 데이터의 군집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화를 위해 멀티 그래프를 

생성한다. 멀티 그래프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ggplot 
라이브러리를 다중으로 사용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

도록 함수를 생성하였다. 논문에서는 소규모 지역에 대

한 도시는 8개로 함수 멀티 그래프를 2행 4열로 나타내

어 시각화 하였으며 지역코드를 모두 도시 이름으로 지

정하여 그래프로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8: 963-969, Aug. 2020

966

3.3. 지도 설계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통합 개발 환경 RStudio를 

사용하여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각화로 표현

하기 위해 ggm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Google Maps Platform에서 API 서비스 이용하였다. 

Fig. 4 Data cluster graph

Ⅳ. 시스템 구현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시스템 구현 내용 및 대기오염 물질의 분

석을 다룬다. 개발환경의 모델은 인텔 코어 i7-8600K를 

사용하였으며 CPU는 3.70GHz와 RAM은 16 기가바이

트로 진행하였다. 운영체제는 Windows 10 Pro, 64비트

로 하였다. 분석을 진행할 RStudio의 버전은 GIS 설계

를 통해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1.2.5033 버전을 

사용하였다.

4.1. 대기오염 물질 상관관계 분석 

표 1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CO는 NO2, PM10, SO2와 비교해봤을 때 모두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띄지만 O3은 –0.4로 뚜렷한 음적 선

형관계를 보인다. NO2는 CO, SO2와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이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띄지만 PM10은 약한 양

적 선형관계를 띄며 O3는 CO와 같이 음적 선형 관계를 

보인다. PM10 또한 나머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만 O3는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형

관계로 나타낸다. SO2는 CO와 똑같이 모두 뚜렷한 양

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만 O3는 약한 음적 선형관계를 

띈다. 마지막 O3는 O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 물질

에 대해 음적 선형관계를 띄며 다른 물질과는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Correlation

CO NO2 PM10 O3 SO2

CO 1.0000000 0.6649463 0.48305877 -0.44070489 0.6056492

NO2 0.6649463 1.0000000 0.28471963 -0.57517894 0.3526034

PM10 0.48305877 0.28471963 1.0000000 -0.08978895 0.36504761

O3 -0.44070489 -0.57517894 -0.08978895 1.0000000 -0.20052440

SO2 0.6056492 0.3526034 0.36504761 -0.20052440 1.0000000

4.2. 본페로니 다중 비교분석

본페로니 다중 비교분석은 사후검정의 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그룹으로 할당하여 그래프로 표

현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의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림 5
는 본페로니 다중 비교를 통한 그래프이다. CO의 경우 

그룹이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기정체가 많은 지역이 

a 그룹으로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6은 

PM10 본페로니 다중 비교 그래프를 나타낸다. 

Fig. 5 CO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graph

Fig. 6 PM10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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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의 다중 비교 그래프를 보면 그룹은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세먼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City 8
이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그룹 중 가장 높은 그룹으로 

할당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그림 7은 NO2 본페로니 다

중 비교 그래프, 그림 8은 SO2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Fig. 7 NO2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graph

Fig. 8 SO2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graph

Fig. 9 O3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graph

NO2의 그래프는 대기오염 수치가 서로 다르게 관측

되어 그룹이 7개로 할당되었다. NO2는 산업단지 주변

에 있는 지역에 수치가 높게 관측되었으며, 1층 상가가 

많은 City 5가 가장 낮게 관측됐다. 그리고 SO2는 교통

량이 많이 복잡한 City 8과 City 3이 높게 관측 되었으며 

NO2와 동일하게 City 5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9는 O3 다중 비교 그래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O3의 지수는 그룹이 5개로 할당되었으

며 도시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 주로 높게 관측됐다. 그
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 그룹이 수치가 낮게 관측되

었다. 

4.3. 기간별 대기오염 물질 그래프 분석

본 절에서는 3장의 그래프 설계를 기반으로 기간별 

대기오염 물질을 시각화 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데이터

를 겹쳐서 출력하지 않도록 포지션은 ‘Jitter’를 사용하

여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대표적으로 기간별 

지역마다의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0 Regional PM10 Observation Graph by Period

그림 10의 PM10 관측 그래프는 지역마다 고르게 관

측되며 대부분 겨울과 봄에 높게 관측된다. 미세먼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으므로 여름과 가을에는 수치가 낮게 

관측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6과 같이 그룹 기준

이 균일한 결과와 상관관계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4.4. 기간별 대기오염 물질 그래프 분석

본 절에서는 지역별, 기간별 대기오염 물질 수치값에 

대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에 수치값은 위험도를 강조할 빨간색으로 나타내

었으며, 데이터 겹침을 고려하여 모든 수치값의 표시는 

투명도를 주어 정밀하게 나타내었다. 지역에 좌표를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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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측정 위치에 마커 표시를 위해 좌표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하고 입력한 좌표를 수치값으로 형변환을 한다. 
그리고 지도의 중심점을 계산한 후 좌표 값 데이터를 출

력한 다음 측정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여 대기오염 물질

의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림 11은 대기

오염 물질 데이터를 추가한 지도를 SO2 기준으로 보여

준다. 

Fig. 11 Map service with data

4.5. 고찰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

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소규모 지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페로니 비교분석을 통한 사후검

정을 실시하여 지역별, 기간별 대기 오염도를 지도에 시

각화하여 표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에서의 O3는 전 지역으로 봄과 겨울에 낮은 수

치가 관측되었지만 여름철엔 높은 수치가 관측되었다. 
이는 여름에 강한 햇빛으로 오존 수치가 올라가 지역과 

상관없이 고르게 관측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기오염 

물질은 비교적 겨울철 연탄과 난방연료를 사용하여 높

은 수치가 관측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 데이

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를 입

력하여 X축과 Y축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

였다.
이로 인해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수치에 대해 시

각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에 대

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마다 대기오염 물질들이 다양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방안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대기오염 수치 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다르게 관측되며 해당 지역의 모

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모니터

링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의 사람들은 건강에 적신호

가 올 때 까지 일상생활을 하여 건강에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대기오염 물질이 존재

하는 소규모 지역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실시해 지역

별, 기간별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를 나타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CO, PM10, SO2, NO2는 서로 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O3는 나머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음적 상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별 대기오염 분석에서

의 O3를 제외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지역마다 비슷하게 

관측이 되었고 겨울에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O3는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

치를 갖고 있었으며 지역과 상관없이 여름에 햇빛으로 

인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별 분석을 기

반해 각 지역마다 좌표를 선정하고 소규모 지역에 따른 

대기오염 수치를 나타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지역마다의 대기오염 물질은 기간, 시간, 장소 등

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마다의 지리적 특성이 존재하기

에 세부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부적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고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 시 

즉각 위험도를 알릴 수 있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안전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로는 대기오염 물질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

을 추가하여 도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별 모니

터링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소규

모 지역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오

염 물질에 대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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