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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어시스템

해석에 관한 기초연구

Fine dust control system analysis using the flying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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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은 일단 배출되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 자연생태

계 및 재산상에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흡성 먼지, 또는 미세먼지 라고

부르고 있는 PM-10은 건강상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사막화 증가

와 황사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인식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방지시설 등의 제어가 쉽지 않

으며, 지금까지 대처 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미세먼지, 무인 비행체 드론, 블루투스 센싱

1. 서 론

본 시스템은 특정 지역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측정이 어려운 곳을 측

정하는 시스템으로 미세먼지의 특징인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며 공기를 오염시키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블루투스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값이 측정소에서 나타내는 값과 비교하였을 때 데이터 전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비행 드론 미세먼지 제어 시스템 구성도

비행 드론 미세먼지 제어 시스템의 Input 구성을 보게 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미세먼지 제어시스템의

센서필드의 구성은 Situation System, Dust Sensor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고 GPS 기반

실시간 위치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계측에 의한 센서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좋음(0~30), 보통(31~80),

약간 나쁨(81~120), 나쁨(121~200), 매우 나쁨(201~)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치가 등급별로 위험정도를 판단하

게 되고, 위험징후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사물간 통신을 통하여 정보가 전달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도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림[2]는 비행 드론 미세먼지 제어시스템의 Output 구성도이다. Output에서는 Main

Server 및 스마트 센서에 의해 도출된 정보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IoT 기술을 통하여 양방향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데이터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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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3. 미세먼지 제어 시스템 App 개발

비행 드론에 있는 미세먼지 제어 시스템의 App은 GPS를 통하여 측정된 장소가 아래의 맵을 통하여 어느

장소에서 측정이 이루어 졌는지 나타내어진다. 또한 측정시 일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앱에서 측정치에 맞는

색상으로 변하고 아래 주의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서 측정된

값을 통하여 사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은 양방향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대처를 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 드론의 센서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행 드론을 이용하여 현재 미세먼지 농도 상황에 대해 주의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

에게 신속하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다.

2. 미세먼지로 인한 합병증으로부터 멀리하고, 또한 경고표시의 정도를 보고 사전에 미리 미세먼지에 대해

대비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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