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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도시재난재해대응 스마트시스템 연구센터 / 김진술
학생창의자율과제명 미세먼지 영상 빅데이터 구축 및 이를 판독하는 딥러닝 기반 분류 모델 개발

연구기간 2020. 05. 30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o 미세먼지 정의 및 심각성

-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을 말하며, 이 중에

서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일컬음

- 미세먼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중국 스모그 사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를 통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이 포함되어 이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으로 폐렴,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킴

- 국제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  

뿐만 아니라 생태계, 산업분야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 

- (건강)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폐암 및 호흡기, 순환기 질환 발생으로 조기사망 증가, 질

환으로 인한 불편함 등

- (생태계) 대기 및 수질 악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저하 등(OECD 2016)

- (산업) 작물의 수확량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 배출량 저감조치에 따른 공장가동률 감소로 산

업 생산성 감소, 가시거리 악화로 인하여 항공 등 관광 산업 영향 등(OECD 2016) 

o 미세먼지 현황

-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AirVisual의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

지 오염도는 OECD 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에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초반  56~61μg/m3 사이로 증감을 반복하

다, 2017년 기준 45μg/m3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o 미세먼지의 측정 및 자료 축적의 중요성

-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아침에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며,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지 오래임

- 2013년 이후 미세먼지의 관심도가 급증한 이래로,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자료 

축적 및 분석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국내에 미세먼지 측정소 개수는 총 570여개에 불과하고, 하나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수십킬로미터 이

전세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노출률과 이에 따른 사망률



상 떨어진 곳마저 관할하여 이는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짐

- 사용자가 받는 미세먼지 정보는 현 위치로부터 최고 수팁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 정보일 가

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딥러닝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기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전역적 특징

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에 적합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함

- 기존 미세먼지 측정소와 사용자간의 공간적 모호성을 해결하여 측정 정확도를 높임

- 향후 지속적인 도시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악화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예측에 대

한 수요 증가에 대비가 가능함

- 또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본 연구는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미세먼지 판별 모델 개발과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하드웨

어 설계⋅개발 목표로 함

o 딥러닝 기반 미세먼지 판별 모델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셋을 구축은 필수적으로, 이는 Nvidia Jetson 

Nano와 카메라 보드, 아두이노(Arduiono), 미세먼지 측정센서로 구성하여 수집용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함

o 하드웨어로 수집된 빅데이터는 서버 컴퓨터를 통하여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이는 미세먼지 판별 모

델 학습용으로 사용됨

o 미세먼지 판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는 즉각 서버로 전송되

어 사용자의 위치, Open API 기반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함

□ 주요내용

o 미세먼지 측정 딥러닝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셋은 수집용 하드웨어로부터 전경 이미지와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별 모델 학습용 서버 컴퓨터에 저장⋅관리됨

- 국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기 때문

에 축적된 빅데이터는 4단계의 미세먼지 농도레벨에 맞춰 데이터를 분류함

미세먼지 데이터셋 예시

o 하드웨어 장치 설계

- 데이터셋 수집을 위한 장치 구성은 아두이노(Arduino), 미세먼지 측정센서, Nvidia Jetson Nano, 카메라 

보드로 이뤄져있음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센서 Nvidia Jetson Nano 카메라 보드

- 아두이노와 Jetson Nano는 직렬 포트로 연결되고, 아두이노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는 

Jetson Nano로 전송되어 텍스트 파일로 변형되어 Jetson Nano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함께 서버 컴퓨터

로 전송⋅저장됨

- 수집 장치는 분당 1장의 이미지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함

수집 장치 프로세스

o 수집 장치의 소프트웨어

- 아두이노 GPIO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제어하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수집함

- Jetson Nano의 카메라 모듈을 제어하고 전경 이미지를 촬영하여 서버에 전송⋅저장함

- 실시간으로 직렬포트(Serial port)를 통해 아두이노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Jetson Nano로 전달함

- 아두이노로 부터 전달 받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변형되어 서버에 전송⋅저장됨

o 딥러닝 기반 미세먼지 판별 모델 개발

- 딥러닝 기반 미세먼지 판별 모델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네트워크 구조 

개발을 목표로 함

- 학습 시간의 단축과 높은 성능 달성, 그리고 전경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특징을 학습하기 위하여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사용함

- 전이 학습을 위해서 ImageNet으로 사전 학습한 ‘VGG16’를 Backbone 네트워크로 사용함

미세먼지 판별 모델 네트워크 구조



- 또한 공간적 문맥(Spatial Context)을 이해하기 위한 전역 특징정보(Global feature information)와 지역 

특징정보(Local feature information) 추출을 위하여 ResNet의 Residual Block을 활용함

- 미세먼지 판별 모델 개발을 위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Pytorch를 사용하고, 빅데이터는 학습용, 검

증용, 테스트용 데이터로 7:2:1 비율로 나뉘어 학습⋅검증⋅테스트함

- 사용자 위치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와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Geolocation API, 

Open Weather API를 사용하여 평균 절대 백분율 편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계산하게 됨

o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프로세싱은 다음과 같음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미세먼지 측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 촬영된 이미지, 사용자 위치정보, 날씨 정보 API를 서버에서 전송하여 미세먼지의 판별 결과 계산하

고, 이를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결과를 보여줌

주요실적 / 구현결과
□ 구현결과

o 미세먼지 영상 데이터셋

- 미세먼지 데이터셋은 입력영상으로 RGB 이미지(전경)와 Ground truth로 미세먼지 농도로 구성됨

- 올해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부적 요인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데이터셋 구축의 어려움을 겪음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기여율

-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국외 유입 저감을 원인으로 중국 생태환경부 

및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9㎍/㎥로 전년 동

기 44㎍/㎥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교통량 감소 및 경제활

동 위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내부적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코로나19 등으로 차량 이동량의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됨

- 또한 내⋅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강수의 증가 및 미세먼지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서풍계열의 풍향 약

화 등 기상조건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유리하게 작용함



o 미세먼지 영상 및 농도 데이터 수집용 하드웨어 설계⋅개발

- 미세먼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집 장치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함

- 카메라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센서를 동일한 위치에 고정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함

- 하단 표의 우측 사진과 같이 미세먼지 센서 GPIO 회로도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함

수집장치 전면부 수집장치 후면부 수집장치 구성 미세먼지 측정 회도로

수집 장치 설계도면

내부 설계 미세먼지 센서, 카메라 보드

하드웨어 프레임 3D 프린팅 결과 수집 장치 외형

수집 장치 최종 출력물

- Jetson Nano는 라즈베리파이3 V2 카메라 보드를 연결하여 카메라 제어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10초당 

1회의 촬영이 가능함 (설정 값에 따라 변경 가능)

- 아두이노를 통해 미세먼지 센서를 제어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즉각 서버 컴퓨터로 전송하게 됨

- 각 이미지 데이터는 ground-truth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txt 확장자 파일로 관리됨



수집 장치를 통한 미세먼지 데이터셋 결과물

o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사진 촬영(전경 이미지) 미세먼지 측정 결과

-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뉨

- 사진 촬영 및 서버로 전송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경 이미지를 촬영하면 서버로 즉각 이

미지를 전송함

- 사용자 위치 정보 : 위치 접근 권한 제어와 GPS 사용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사용자 위치 정보를 얻

어와 본 미세먼지 판별 결과와 해당 위치의 Open API(대기오염도)를 비교⋅오차 계산할 예정



- Open API 사용 : OpenWeather과 Air Quality Programmatic API를 사용하여 위치별 기상 정보와 대기 오

염 정보를 Json형식으로 변환하여 Parsing함

기상정보 API Json 변환 결과 대기오염정보 API Json 변환 결과

- 딥러닝 연산 결과물 출력 : 촬영된 이미지는 학습이 완료된 딥러닝 모델이 실시간으로 동작하여 미세

먼지 농도를 판별하고 결과(농도)값을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전송⋅출력함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사용자가 있는 위치 어느 곳에서 센서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미세먼지 단계를 알 수 있음

- 스마트폰 뿐 아니라 CCTV 등과 같은 영상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미세먼지 판별 소프트웨어

를 접목하여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확보 할 수 있음

- 축척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차후 미세먼지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 딥러닝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가능 함

- 사용자의 증감에 따라 데이터 축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 할 수 있

고, 딥러닝 모델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미세먼지 데이터를 누적할 때마다 기존 측정소의 정보보다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추가 측정소를 설치 및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