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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의 광역(廣域) 대기오염 정보

는 국가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환경변수가 다른 지역적인 대기오염 정보는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대기오염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변수 기반의 대기오염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특히 제안한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측정된 환경 데

이터와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대기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미래

의 지역 대기정보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나아가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지역적인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의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industrialization in recent years is attracting great attention to both the country 
and the people. Domestic wide-area air pollution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public through public data nationally, but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with different environmental variables i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sign and implement an air pollution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based on regiona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can 
more accurately analyze and predict regional air pollution phenomena. In particular, the proposed system accurately 
analyzes and provides regional atmospheric information based on environmental data measured locally and public big data, 
and predicts and presents future regional atmospheric inform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Furthermore, 
through the proposed system, it is expected that local air pollution can be prevented by accurately identifying the cause 
of regional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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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화에 따라 대기 오염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

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등에 대한 피해가 경제, 사회, 건강 등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미흡한 형편이다. 세
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 이하)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호흡기 질환의 발생원인의 주범

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업종별 생산 공장 확대, 석탄화력, 자동차 

매연 및 중국의 공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2016
년 6월에 경유차와 석탄화력 발전소 규제를 통해 초미

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역별

로 정확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

했고, 효과적인 지역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정보는 환경관리공단 및 기상

청 등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한 정확한 시도별, 구군별 등 지역별 미세먼지 등의 

대기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대기환경을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지역 대기환경 정보를 예측하

여 제공하는 지역 환경변수 기반의 대기정보 분석 및 예

측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특히, 제안한 대기정보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은 대기정

보 측정기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데이터

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공개된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 지

역별 대기 정보, 산업구조, 국토정보, 인구수, 차량대수, 
기상 등의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활용한다. 
공공 빅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 다양한 포

맷의 데이터이므로 수집 단계에서 적절히 가공하여 저

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

적으로 처리한다. 특히,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예측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지역별 환경변수

를 감안하여 지역의 대기오염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지역별 대기오염 분석과 발생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Ⅱ.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대기오염 예측 및 분석 시스템에 관한 기

존의 연구를 분석하고 제안 시스템의 특징점을 설명한다.

2.1. 대기오염 분석 및 예측 관련 연구

대기오염 장치에 관한 연구는 [3],[4],[5],[6]과 같은 

연구가 있다. 연구 [3]은 대기질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

한 미세먼지, 온습도 센서 등을 갖춘 장치와 측정된 데

이터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아이

디어를 제안하였다. [4]는 장소나 공간의 제약없이 대기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5]는 집, 회사

와 같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앱을 제안하였다. [6]
은 적은 비용으로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PCB 
(Printed Circuit Board) 장치를 제안하였다. [7],[8],[9], 
[10]은 비교적 간단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파이 등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기반의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대기오염 장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장치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로 전달하

는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환경 빅데이터 처리 조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고,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기오염 분석에 관한 연구는 [11], [12], [13], [14], 

[15] 등이 있다. [11]은 공공기관의 기상 관측 자료를 기

반으로 신경망 모델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

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12]는 기존의 기상 및 

대기 정보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예측정보를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13]은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 측정농도와 공공

기관의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을 통해 한 시간 뒤의 미세먼지 예측값을 제공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고 있다. [14]는 상황인지 모델과 GIS 정보

를 활용하여 맵 상에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고 있다. [15]는 공공기관의 기상정보를 기반

으로 기온역전 현상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다각적이

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오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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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대기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간단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대량의 환경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부

족하고 제공하고 있는 환경정보도 제한적이다. [16]는 

환경정보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몇가지 알고리즘을 서

로 비교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보 시각화 및 기타 대기 정보에 관한 연구

는 [17], [18], [19], [20], [21], [22], [23] 등이 있다. [17]
는 공공기관의 환경정보를 웹 환경에 시각화하는 간단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고, [18]은 여섯가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환경 데이터를 조형물을 통해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는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가

공된 환경 정보를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대국민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20]은 드

론을 이용하여 측정한 환경 데이터를 구글 차트를 통해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1]은 유전자 알고리

즘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

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2. 제안 시스템의 특징

제안한 대기오염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점을 가진다. 
첫째, 제안 시스템은 지역의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

한 지역별 대기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하

여 지역별 대기오염 측정기를 포함한다. 측정 센서를 통

해 보다 정확한 지역의 (초)미세먼지 및 오염물질(CO, 
SO2, NO2 등)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활용한다.

둘째, 제안 시스템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 시도별 

자동차 보유량, 지역별 생산환경 등 다양한 국가제공 공

공DB를 활용한다. 공공DB(DataBase)는 지역별로 수집

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셋째, 제안 시스템은 수집된 지역별 대기환경 데이터

와 공공DB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분석 

처리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넷째, 제안 시스템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게 위하여 웹 UI를 제공하고, 보다 활용도 

높은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통계분석도구 R을 활용하

여 통계분석 및 시각화 한다. 

Ⅲ. 시스템 설계

3.1. 제안시스템 구성

제안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제안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모듈(Data Gathering Module),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모듈(Data Storage and Analysis Module), 데이

터 시각화 및 전달 모듈(Data Visualization and Delivery 
Module) 등으로 구성된다.

Data Gathering Module

Air Pollution 
Data Collection Device

Data Storage and Analysis Module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HDFS, Data Processor,NoSQL)

Web UI (Public Database 
Collection Module)

Data Statistics Module (R tool)

Data Visualization and Delivery Module

Data Visualization Module
(Graph, Chart)

Data Delivery Module (CSV, 
XML)

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3.2.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수집 모듈은 제안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초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듈이다. 데이터 수집 모듈은 대

기오염 데이터수집 장치 (Air Pollution Data Collection 
Device)와 공공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Web UI(User 
Interface)로 구성된다. 대기오염 데이터수집 장치는 지

역의 대기, 고도, 위치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로라망을 통해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Web UI(User 
Interface)를 통해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

터나 레거시 DB나 파일을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UI
는 수집된 데이터 종류별로 분류하여 한 눈에 볼 수 있

도록 개발하며, 데이터의 파일명, 제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3.3.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모듈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모듈은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분산처리시스템(Distributed 
Processing System)과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통계 모듈(Data Statistics Module)로 구성

된다. 분산처리시스템은 분산처리를 위한 여러 개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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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로세서(Data Processor)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사용하며, 분석된 결과의 빠른 저장과 조

회를 위해 NoSQL(MongoDB)을 사용한다. 데이터 통계 

모듈은 대기오염 분석을 위한 고차원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오픈소스 R을 웹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그림 2는 분산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

를 외부로부터 수집하여 저장하고 가공하며 시각화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Public DB

Data 
Gathering 

Module

FILE
(CSV/Excel)

NoSQL
(MongoDB)

Data 
Statistics 
Module

Data 
Visualization 

Module

R tool

Parallel HDFS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Data Processor

Fig. 2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process in the 
proposed system

한편으로 제안된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의 현황과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법 중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Gradient Boost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대기 오염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3.4. 데이터 시각화 및 전달 모듈

데이터 시각화 및 전달 모듈은 분석된 결과물을 사용

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듈이다. 데이터 시

각화 모듈은 지역별, 시간대별, 기간별 대기상태를 다양

한 그래프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원관

리, 외부데이터 연계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데이터 전달 모듈은 수집된 내 외부 원본데이

터 및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CSV, XML, JSON 형식으

로 데이터를 제공할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API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Ⅳ. 시스템 구현

4.1. 태양광 자가발전 환경정보 수집 IoT 장치 

태양광 자가발전 환경정보 수집 IoT 장치는 지역의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위치(GPS) 데이터를 

수집하는 태양광 자가 발전식 IoT 장치이다. 지역의 정

확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시 작동

하면서 시간별 및 일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LTE(로라)망을 통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달한다.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데이

터 암호화를 거쳐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데이터 송신을 

위해 SKT의 LTE Cat.M1 네트워크망과 TCP방식으로 

빠른 전송과 데이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전
송 시 데이터 포맷은 XML 형식을 사용하며 RSA256 암
호화 모듈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그림 3은 개발된 태양광 자가발전 환경정보 수집 IoT 장
치를 보여준다. 표 1은 미세먼지 등 환경 정보 송신을 위

한 모듈의 스펙을 보여준다. 

 

Fig. 3 Developed solar self-powered IoT device for 
collecting environmental data 

Table. 1 Fine dust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ransmission module specifications

Function Specification

LTE
Modem SKT LTE Cat M1 Modem

Solar panel Size : 3650mm * 2700mm * 18mm
18V 10W Solar panel 12V

Storage battery
Rocket Rechargeable Battery

ES 1.2 ~ 12(12v, 1.2AH)
Size : 100mm * 50mm *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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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데이터 수집 모듈

제안 시스템은 지역의 환경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사용한다. 공공데이터는 기상청, 국토교

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에어코리아 및 지자체별 환경정

보(인구, 공장지역)로부터 얻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표 2는 

수집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와 출처를 보여준다. 수집

된 공공데이터는 지역별 환경변수 모델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역의 인구수, 지역용도, 기상데

이터, 공장정보 등을 반영합니다.

Table. 2 Collected public data 

Data Information collected period Source

Weather

- AWS, ASOS, Observation 
date and time, temperature, 
wind speed, wind direction, 

humidity, etc.

per hour Meteorologic
al Agency

High rise 
weather

- altitude, wind direction, 
wind speed per hour Meteorologic

al Agency

Residence, 
population 

- 100m*100m Population 
Statistics

monthly
Batch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Fine dust - Fine dust measurement 
data in a specific area per hour Air Korea

Floating 
population

- Floating population 
statistics by subregional unit

monthly
Batch

Communicati
on company

Area
-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Industrial area, Green area

monthly
Batch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Factory Factory site, building area, 
number of employees, etc.

monthly
Batch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4.3.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모듈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모듈을 통해 일

정한 형태로 안정된 상태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각 기관

으로부터 수집된 공공데이터는 포맷이 XML, JSON, 

text, DB 등 서로 상이하므로 각 유형별로 데이터를 통

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정형화하여 저장한다. 표 

3은 XML/JSON 데이터의 정형화된 데이터 저장 포맷

을 보여준다. XML/JSON 데이터는 URL 주소값, KEY 
값 등으로 구성된 수집기관의 API 정보를 중심으로 저

장 데이터를 정형화 한다.

Table. 3 Standardized data storage format
Item Description Examples

Source The institution holding 
the data to be collected Meteorological Agency

Title Title of data to be 
collected

Temperature and 
humidity by day

detailed 
description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ata to be collected

Temperature and humidity 
by region by date

URL URL of data to be 
collected

http://apis.data.go.kr/B55
1182/msupUserInfoServic
e/getMeftDivAreaList?Se

rviceKey=

KEY
The specific key value 

of the data to be 
collected

aa9WvJ0xThr5hw%2F%2
FM3mPolyeQ7cVxVCyw
WKGFA5E4l4U6b1tG2v
4FVsHTiLU7StteQTmFq
bGuW3BzmncnS5kOw%

3D%3D

MongoDB

Primary
Server

Main 
NameNode

HDFS
DataNode

Job
Trac
ker

Task
Trac
ker

Secondary
Server

Secondary
NameNode

HDFS
DataNode

Task
Tracker

Data
Server1

HDFS
DataNode

Task
Tracker

Data
Server2

HDFS
DataNode

Task
Tracker

Paged XML

XML Reg. Manag.

URL API

JSON

File Download

Big XML
RSS FILE

Legacy 
DB 
Data

DB Connection

Memory (Main 
Memeory of Server)

Hard Disk 
(Temporary File)

Paging
Process

Parallel HDFS

WEB UI
View

Data
Visualizati

on

Graph
and

Charts

DB 
Creation

XML
tags

selection

Fig. 4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for storage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data

Function Specification

Detection sensor 
controller

Board : Arduino MEGA 2560

Fine dust sensor : DSM501A PM2.5

Temp. and humidity sensor : DHT22 R

Network conversion : RS232<->TTL

Solar Charge Controller : PWM
12/24V 10A 133 * 70 *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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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CSV, DB 형태로 정형화되어 저장된 데

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NoSQL(MongoDB) 데
이터베이스로 분산처리시스템에 저장된다. 분산처리시

스템은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분산시스템은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2.0 버전으로 구축된다.

4.4. 데이터 분석 모듈

데이터 분석 모듈은 분산저장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는 모듈이다. 분석 모듈 

개발을 위해 스프링 플랫폼에서 JAVA 언어 기반으로 개

발된다. 특히 제안 시스템의 특징인 통계 및 분석 기능을 

위하여 R 통계분석 모듈을 사용한다. 제안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인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예측 및 분석 기능

을 위하여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통해 지역별 상세

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 및 분석 하도록 한다. 이 기법 

외에 랜덤포레스트, 로지스틱회귀분석 모듈을 개발하여 

상호 예측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는 R
을 통한 고차원 통계 및 인공지능 분석 체계를 보여준다.

4.5. 빅데이터/AI기반 데이터 시각화

분석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되어 사용자

에게 제공된다. 그림 6은 개발된 시스템의 시각화 데이

터를 보여주는 기본정보 화면이다. 

Statistical
Results

R  Server

Statistical analysis
ModuleData 

Frame R  Statistics
Function

GB RF LR

AI analysis 
Module

R  Engine

Mongo
Driver

NoSQL

AI Prediction
Results

Air pollution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Fig. 5 Advanced statis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using R 

화면 상단의 탑메뉴에서 홈을 눌렀을 때 기상정보, 미
세먼지, 대기오염물질 탭이 탑메뉴 아래에 나타나게 된

다. 보여지는 화면은 미세먼지 탭을 눌렀을 때 에어코리

아에서 매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 왼
쪽에 있는 지도에서 특정 지역의 아이콘을 눌렀을 때 오

른쪽과 같은 상세화면을 조회할 수 있다. 화면 아래쪽으

로는 각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기예측 메인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

나는 화면이다.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

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에서는 대구 지역을 선택

했을 때 미세먼지 예보의 상세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 8은 대기 예측 메인메뉴를 선택하고 아르고스 대기

예보 탭(제안 시스템에서 예측한 데이터)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제안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의 예측

은 지역적 환경측정장치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이용

하고 축적되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 회귀분석 알

고리즘 등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한 데이터

를 점선 부분과 같이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환경측정장

치가 설치되어 있는 대구 지역의 서구에 대해 미세먼지

를 예측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정보를 해당 일

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의 미세 먼지 예측 정보를 시간

대 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조회한 날의 그 다음 날

의 미세먼지 예측 정보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모두 나쁨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통

계 데이터분석 화면이다. 그림 9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탑메뉴에서 통계 데이터분석을 선택했을 때 나타난다. 
이 화면은 통계청과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

료를 불러와 특정 필드만을 추출하여 그들의 수치와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4.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

루어진다. 성능평가는 데이터 수집 처리 속도, 데이터 

분석 처리 속도, 데이터 정확도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 

4.6.1. 데이터 수집 처리 속도

제안된 시스템은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용한다. 수집주기는 실시간 

시간대별 수집과 월별 배치(batch) 수집이 있다. 성능평

가는 실시간 시간대별 수집에 대해 이루어진다. 한 지역

의 한 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배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표 4는 실시간 수

집 데이터의 수집 성능을 보여준다. 기상청과 에어코리

아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안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개발

된 환경수집 디바이스로 부터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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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sic information screen to view information obtained from external organizations

Fig. 7 Screen to view the prediction information of fine dust obtained from Ai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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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reen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Fig. 8 Regional fine dust predicti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oposed system(Argo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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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ta collection performance

Provider Meteorologic
al Agency Air Korea Proposed 

System

Collection
method API(http) API(http) LET 

Cat.M1(TCP)

Data type JSON JSON JSON

# of data local data/
1 process

local data/
1 process

local data/
1 process

Type of 
collected data

Temperature, 
humidity, wind 
direction, wind 

speed, etc.

PM10, 
PM2.5, CO, 
NO2, O3, 

SO2

Temperature, 
humidity, 

PM10, PM2.5

# of attempts Meteorologic
al Agency Air Korea Proposed 

System

1 800ms 850ms 730ms

2 790ms 814ms 789ms

3 748ms 840ms 757ms

4 903ms 894ms 802ms

5 815ms 836ms 752ms

4.6.2. 데이터 분석 처리 속도

외부기관과 수집장치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제안

시스템 내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래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미세먼지수치 등에 대한 예측정

보를 분석해내게 된다. 수집된 데이터를 각 인공지능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하는 성능과 관련한 분

석이다. 실험은 학습되어 형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어느 

한 지역의 금일의 미세먼지 등의 환경변수를 입력으로

하여 내일의 환경변수를 예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고리즘 별로 측정한 것이다. 표 5와 같이 그레디언트부

스팅 알고리즘[24]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25]이나 회귀

분석 알고리즘[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

터 분석과 시각화 소요 시간 측면에서는 비교적 불리하

지만 데이터의 정확도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판

단되어 제안 시스템에서는 그레디언트부스팅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등의 수치를 분석하고 예측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레디언트부스팅 알고리

즘 및 회귀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값을 제공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4.6.3. 데이터 정확도 

미세먼지에 대해 예측한 값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한

다.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15일간의 에어

코리아와 제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측치를 각 기관

의 실측치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한다. 각 기관의 예

측치는 각각 다른 지역(대구 이현동 및 비산동)을 기준

으로 한다. 우선 에어코리아의 PM10과 PM2.5에 대한 

예측값을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측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한다. 표 6과 같이 PM10에 대해서는 15
건 중 5건에 대해 오차가 발생하였고, PM2.5에 대해서

는 15건 중 6건에 대해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PM10과 PM2.5에 대한 예측값의 오차율은 각각 30%와 

40%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은 제안시스템의 PM10과 PM2.5에 대한 

예측값을 제안시스템의 일부인 환경오염측정장치에서 

측정한 실측값과 비교한다. 표 7과 같이 PM10에 대해서

는 15건 중 2건에 대해 오차가 발생하였고, PM2.5에 대

해서는 15건 중 3건에 대해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PM10과 PM2.5에 대해서 예측값의 오차율은 각각 13%
와 20%였다. 따라서 제안시스템의 예측값의 정확도가 

에어코리아의 예측값 정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6 Data accuracy analysis (Air Korea, area A)

Date
(2020)

Predicted Measured
PM10 PM25 PM10 PM2.5

2/8 M B 37 M 27 M
2/9 M M 39 M 30 M
2/10 M B 46 M 37 B

2/11 M B 56 M 47 B
2/12 M M 79 M 65 B
2/13 M M 22 G 19 M

2/14 M M 39 M 31 M

# of 
attem

pts

Gradient boosting Random forest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time

Visualiza
tion time

Analysis 
time

Visualiza
tion time

Analysis 
time

Visualiza
tion time

1 600ms/
1case

1,630ms
/1 case

576ms/
1case

1,593ms
/1case

535ms/
1 case

1,567ms
/1 case

2 580ms/
1case

1,589ms
/1 case

590ms/
1case

1,550ms
/1case

584ms/
1case

1,547ms
/1case

3 601ms/
1case

1,593ms
/1 case

587ms/
1case

1,573ms
/1case

576ms/
1case

1,591ms
/1 case

4 589ms/
1case

1,601ms
/1 case

566ms/
1case

1,582ms
/1case

580ms/
1case

1,583ms
/1 case

5 611ms/
1case

1,615ms
/1 case

549ms/
1case

1,602ms
/1case

555ms/
1case

1,599ms
/1 case

Table. 5 Data analysi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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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ad), M(Moderate), G(Good)

Table. 7 Data accuracy analysis (Proposed, area B)

Date
(2020)

Predicted Measured
PM10 PM25 PM10 PM2.5

2/8 M M 45 M 32 M
2/9 M M 52 M 34 M
2/10 M M 62 M 46 B

2/11 M B 72 M 58 B
2/12 M B 89 B 72 B
2/13 G G 28 G 15 G

2/14 M M 52 M 34 M
2/15 M B 72 M 52 B
2/16 G G 27 G 29 M

2/17 G G 22 G 23 M
2/18 M M 27 G 18 M
2/19 G G 28 G 14 G

2/20 M B 72 M 63 B
2/21 M B 76 M 71 B
2/22 G B 29 G 24 M

* B(Bad), M(Moderate), G(Good)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수가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 정

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예측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변수 기반의 대기오염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한다. 제안 시스템은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를 환경정보수집 IoT 장치와 공공데이터로부터 얻는다. 
데이터지역의 환경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태양광 전

지 기반 환경정보 수집 IoT 장치를 개발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하여 HDFS 
기반의 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MongoDB를 사용하

여 DB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분석되고 가공된다. 특히 환

경오염 분석과 예측을 위하여 통계분석도구 R을 사용

하여 그래디언트 부스팅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분석과 예측된 자료는 웹기반의 다양한 형태

의 자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성능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처리 속도와 데이터 

분석 처리 속도 측면에서 안정된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터 정확도 분석에서는 제안시스

템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한 예측치

가 에어코리아에서 예측한 예측치 보다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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