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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oncern on the inhalable fine dust is continuing to increase. In addition to the toxic properties of the

fine dust itself, it can be more dangerous than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ince the dust pollution is hard to be detected

by human sense. Although the information on outdoor air condition can be acquired easily, the indoor dust concentration

is another problem because the indoor air condition is influenced by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y. It

means occupants may be exposed to indoor dust pollution over a long period without being aware. Therefore the indoor

dust concentration should be measured separately and visualized as an intuitive information. By visualizing, the indoor

dust concentration in each space can be recognized practically in compare with the degree of pollution in adjacent

spaces. Besides the visualization outcome can be used as base data for related research such as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indoor dust concentratio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Meanwhile,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and micro sensing devices, it became possible to collect wide range of indoor environment data. In this regards, this

paper suggests a system for visualization of indoor dust concentration and demonstrates it on an actu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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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실내 환경요소에 많은 관

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거주자가 장시간 머무

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서의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Valavanidis et al., 2008). 특히

부유분진중 입자의 크기가 작아 사람들이 직접 보거나 느

끼기 어려운 초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Cho et al., 2003; Bae, 2014). 동시에

국제적인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실내 미

세먼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고 있

다(News1 “건축물 환기시설 미세먼지 여과 기준 강화법

발의”,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

한 거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공간의 미세먼

지 오염양상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외 대기

의 미세먼지농도에 관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실내의 미세먼지 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일부 기기

를 통해 얻는 대략적인 수치 이외에는 없으며, 이마저도

특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수의 미

세먼지농도센서 및 제어기기를 활용하여 실내 공간 별 미

세먼지농도 값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을 개발 및 구현하고자 한다.

2. 미세먼지의 특성 및 관련기준

일반적으로 눈에 쉽게 띄는 먼지와 비교하여 본 논문

의 주 대상인 미세먼지의 특성에 대한 고찰 결과를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

로미터(µm) 이하인 부유분진을 지칭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다(Kim, 2011). 대표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직경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총 먼지량인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PM10, 초미세먼지로 분류되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회원(주저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in-Kook Lee,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Hanyang Univ., Seoul Campus,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designit@hanyang.ac.kr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
201300000002890).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CAD/CAM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논

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56 이상익·이진국

한국주거학회논문집

PM2.5가 있다. <Table 1>은 이러한 분류에 따른 국내외

미세먼지 기준치를 정리한 것으로 국제기준대비 국내의

미세먼지 규제 기준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 미세먼지 기준치의 경우 아직 국내외적으로 도입단

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국내에

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미세먼지관리

기준안 제정 등 정책적 기준 마련 및 다양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실외 대기중 미세먼지농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에어코리아(Airkorea) 웹페이지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실내에서는 센서를 포함한

별도의 전문 측정도구를 통한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필

요하다. 그러나 개별 측정도구를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오

염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공간 및 시점에서의 단

일 측정데이터만을 가지고는 공간 전반의 오염정도를 직

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실내 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공간의 공기오염도를 인접 공간 및

실외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다. 재실자의 차원에서도 실내 생활공간에

서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공기

질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측

정 데이터를 다른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

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Kim & Eric, 2010).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실내 미세먼지환경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단순 측정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개별 공간

들의 상대적인 오염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공

간들을 동시에 측정 및 시각화한다. 또한 이를 대상공간

의 도면상에 시각화하여, 미세먼지농도 분포를 보다 직관

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동시에 실내 미세먼지 오염과 공

간의 건축 환경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미세먼지 측정 도구

공기 중 미세입자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

로 중량 포집법, 베타선 흡수법, 광산란법이 있다(Kim et

al., 2009). 이중 중량 포집법과 베타선 흡수법을 통한 측

정결과의 신뢰도가 높아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표준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광산란법과 달리 필터에 먼지를 포

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Kim et al., 2010). 광산란법은 빛

의 산란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입자분리가 어렵고 오차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광

산란법을 통한 측정값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

며, 강우량이 적을 경우 심하다(Kim et al., 2014). 그러나

센서의 크기가 작고 저렴하며 필터로 먼지를 포집할 필요

가 없어 간단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농도의 정밀한 측정이나 데이

터 분석 자체가 아닌, 데이터의 측정 및 시각화를 통해 직

관적으로 공기환경을 파악하거나 실별 측정값을 비교가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화의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적 구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한 광산란 측정

방식 기반의 센서(Sharp Optical Dust Sensor, GP2Y1010AU0F)

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센서의 제어는 Arduino 환경

에서 이루어졌다. Arduino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센서 및 작동장치를 제어하는데 특화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및 개발환경이다.

2. 시스템 구성

실내 미세먼지 데이터의 측정부터 시각화까지의 과정은

두 단계로 분리할 수 있다. 먼저 센서 제어, 측정신호의

수집, 결합할 대상공간의 도면생성 등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처리 단계가 있으며 이는

Arduino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

보는 미세먼지농도 측정값, 센서작동 시간, 센서위치 등이

있다. 측정값의 경우 수집하여 시각요소로 매핑하는것 뿐

Table 1. International Dust Concentration Standards

Average dust concentration

(µg/m3)

PM10 PM2.5

per year per day per year per day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Republic of Korea)

50 100 25 50

EPA (USA) 35 150 12 15

EEA (Europe) 40 50 20 25

WHO

(International)

*applicable to indoor 

environments

20 50 10 25

Figure 1. Devices for Dust Concentr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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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셋으로부터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이

터의 처리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단계인 데이터 매핑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상호작용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하는

프로그램 및 개발환경인 Processing 환경에서 데이터가 매

핑될 레이어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를 할당하여 시각요소

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데이터는 미세먼

지 측정 데이터와 건물도면 데이터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데이터 타입은 Processing 상에서 별도의 레이어에 매핑

되어 시각화된 후 결합되어 시각화 결과물을 생성한다.

III. 시각화 구현 접근방법

전체 시각화 시스템을 크게 데이터 처리 단계와 시각

화 단계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데이터 처리 단계는 다

시 먼지농도 측정 단계와 데이터 처리 단계로, 시각화 단

계는 레이어 생성 단계, 데이터 매핑 단계, 시각화 인터

페이스 단계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단계는 주로 Arduino 보드를 통한 센서의 작동, 미

세먼지농도의 측정 및 데이터화 물리적 환경의 제어 과

정을 포함한다. 실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Processing 환

경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요소로 변환하며

시각화 시스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단의 처리과정이 진행된다.

1. 먼지농도 측정

먼지농도 측정 장비로 Arduino 장치 중 하나인 Uno Board

와 Optical Dust Sensor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Dust

Sensor는 광학식 미세먼지 센서로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축

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작게는 직경 0.8 마이크로미

터의 입자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연기 및 초미

세먼지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학식 센서의 특성상

입자분리가 어려우며 중량법 등 다른 측정방식에 비해 아

직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을 중량법

등을 표준 측정방법으로 사용한 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의 권고기준 및 대기 미세먼지농도 데이터와 직접 비교

하기보다는 측정값을 시간별, 공간별로 시각화하여 상대

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Figure 4>는 센서의 동작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

는 Arduino 코드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센서 작동간격을

초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날로그값으로 측정

된 데이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 컴퓨터의 시리얼 포

트로 전송하도록 한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으로 저장하기위해 엑셀 플러그인 PLX-DAQ

(Parallax Data Acquisition tool)를 사용한다. PLX-DAQ는

Arduino가 전송하는 신호를 엑셀 시트에 저장하는 엑셀

플러그인으로, <Figure 5>와 같이 컴퓨터에 연결된 포트

를 통해 전달받은 신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한다.
Figure 2. Overview of the Visualization System

Figure 3. Optical Dust Sensor Connected to Arduino Board

Figure 4. A Snippet of Arduino Code for Sens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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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는 측정값 및 작동시간 그리고 센

서 위치 세 가지가 있다. 센서가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

면 이를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실제 먼지농도 단위로 변

환한다. 센서 작동시간은 센서가 작동한 초단위의 정확한

시각으로 데이터셋으로부터 측정값의 평균, 변화도, 최대

및 최소치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

한 기준이 된다.

센서 위치의 경우 측정값을 건물 모델상에 시각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측정값 및 작동시간

데이터와 달리 센서 자체가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추가적인 장치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공간 내에서 센서의 정확한 좌표값을 구하는 방법과

측정 대상 공간의 범위를 할당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RSS (Received Signal Strengths) 등 실내측

위기술(IPS, Indoor Positioning System)을 제공하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해 센서의 위치를 측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간 안에서 복수의 센서를 설치해 세부 위치별 환경요소

의 분포를 시각화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환경 측정값과

대상공간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건축 환경과의 연관성을 도

출하는데 용이하다. 좁은 범위에서 균등한 간격으로 센서

를 설치하고 센서위치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내측위기술 없이 세부위치별 환경요소 분포를 시각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내 환경데이터 시각화의 통합적 접

근방법(Shin et al., 2014) 연구에서는 하나의 실에서 6개

의 센서를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위치값을 수동으로

입력해 세부위치별 온습도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후자의 방법이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별도의 장치로 센서의 세부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센서가 설치된 공간 자체에 센서 측정값을 할

당한다. 이를 통해 공간별 환경 측정값을 넓은 범위로 시

각화하는 것이 가능해 대상공간의 범위 내 측정환경의 전

체적 분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건물외부 혹은

다른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개별공간의 상대적인 환경상

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데이터 처리

먼지농도 측정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은 데이터 처

리 단계에서 가공되어 시각화를 위한 변수값을 생성한다.

데이터 변환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0부

터 1023사이의 값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표준 먼지농도 단

위로 변환한다. 그다음 센서로부터 측정되어 엑셀파일로

수집된 데이터셋을 Processing 환경으로 불러온다. 마지막

으로 측정시간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시각요소로 매핑될 변수값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측정값을 표준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Arduino 환경에서 구현하였으나

이는 Processing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먼저 미세먼지농도 측정값의 일반적인 단위인 세제곱미

터당 마이크로그램(µg/m3)으로 측정 데이터를 변환한다.

Optical Dust Sensor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0부터 1023사

이의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며, 이를 볼트(V)단위로 환

산한 값을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m3)으로 변환한다.

그림X는 볼트 측정값 대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변환비율

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Density (mg/m3)=0.0002*(0.0049*InputSignal−0.48)]

위의 변환비에 따라 측정값을 미세먼지농도 표준단위로

변환해 개별 엑셀파일로 수집한다. 각 센서별로 누적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병합한 후 Processing 환

경으로 불러온다. 이 상태에서 셀의 좌표값을 참조하여

공간, 시간별 각 측정값을 추출할 수 있다. 데이터셋으로

부터 평균치 및 최대, 최솟값 등 시각화하고자 하는 유의

미한 통계치를 생성하여 변수로 정의한다. 같은 방법으로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권고기준, 대기 미세먼지농도 데이

터를 Processing 환경으로 업로드하고 변수를 생성한다.

Figure 5. Collected Input Data Using PLX-DAQ Plug-in

Figure 6. Dust Concentration vs Output Voltag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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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시간단위는 미세먼지 오염도의 일반적인 평가단

위인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레어어 생성

레이어 생성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시각적 형태로 매핑

될 레이어를 생성한다. 미세먼지농도 측정값이 매핑될 시

각정보 레이어와 건물 모델 레이어를 Processing 환경에

생성한다.

건물 모델 레이어는 시각화의 배경이 되는 대상공간의

평면도가 생성되는 레이어로, 시각정보 레이어와 결합되

어 측정 대상공간의 건축 환경과 먼지농도 사이의 연관

관계를 드러내도록 한다. 건물 모델로부터 추출한 평면도

의 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레이어를 생성한 후, 평면도

를 Processing 환경에서 호환 가능한 형태로 건물 모델

레이어에 매핑한다.

시각정보 레이어에서는 각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정의

된 변수들이 각 센서가 설치된 공간에 할당된다. 이를 위

해 각 공간의 테두리 모양과 같은 지오메트리를 생성한

다. 지오메트리의 크기 및 비율은 건물 모델 레이어에 매

핑된 공간의 평면도를 참조하여 설정한다. 시각요소를 표

현할 각각의 공간 지오메트리에 정의된 각 센서별 변수

를 시각화를 위한 파라미터로 할당하여 공간별로 환경 데

이터가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각 지오메트리의 높이를 시

각적 표현 중 하나로 포함하기 때문에 평면이 아닌 박스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한다. <Figure 7>에서 각 실의

테두리를 따라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객체들이 높이

가 변수로 할당되지 않은 상태의 박스 지오메트리이며,

변수가 매핑됨에 따라 박스의 높낮이, 색, 투명도 등으로

먼지농도 측정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또한 이처

럼 박스의 높낮이와 같은 3차원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시각화 환경 및 각각의 레이어들 역시 3차원 공간에

생성해야 한다.

4. 데이터 매핑

앞서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수집된 변수들은 데이터 매

핑 단계에서 시각정보 레이어에 생성된 공간별 시각요소

의 파라미터로 할당된다. 우선 측정값을 효과적으로 시각

화할 수 있는 시각요소를 정한다. 정보 시각화를 위한 일

반적인 표현요소로는 명도, 색상, 질감, 형태, 위치, 방향,

크기 등이 있다(Zuo & Kim, 2014). 시각화요소를 선택

하면 측정값의 범위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각

화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변형될지 범위를 설정해야 하

는데, 이때 각 요소의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다음 해당 범위의 최대, 최솟

값과 측정값의 최대, 최솟값을 매핑한다. 측정값이 매핑된

후에는 각 공간의 지오메트리에 할당된 파라미터가 시간

축을 이동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5. 시각화 인터페이스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로는 제어 창과

시각화 창이 있다. 제어 창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측정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시각화 창에서는 제어 창을 통해

선택된 시점의 실내 미세먼지농도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시각화 창에서는 시각화 결과물을

<Figure 8>과 같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3차원

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회전시킨다.

<Figure 9>가 제어 창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미세먼지

농도 측정시점을 슬라이더 컨트롤을 통해 일, 시간단위로

조정하도록 한다. 선택된 시점의 측정값에 따라 시각화

창의 지오메트리를 변형하며 시점을 이동함에 따라 측정

시점의 대기 중 미세먼지농도 및 예보등급을 우측에 표

기하여 실외의 미세먼지농도를 함께 알 수 있다.

Figure 7. Generating and Combining Two Layers

Figure 8. Rotation of Visualization Outcome

Figure 9. Time Contro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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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사례

1. 시각화 시스템 적용대상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각화 시스템은 서울시 성동구 H

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건물<Figure 10> 5층의 공간들을

대상으로 적용 및 테스트되었다. 대상 공간은 복도 및 계

단실을 제외한 컴퓨터실, 도서관, 장비실, 강의실 3개, 연

구실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12시부터 14시까지 두 시간씩 측정하였다.

2. 측정데이터 범위에 따른 시각표현 범위설정

측정 및 수집된 실내 미세먼지 데이터는 1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적게는 약 2 µg/m3에서 최대 80 µg/m3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각 실별 평균 측정값을 박스의 높이 및

색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측정값의 최대, 최솟값을 참조하

여 시각표현요소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Figure 11>은 시각표현요소의 범위를 나타낸 그림으로

박스 높이의 경우 측정값의 최소, 최댓값에서 각각 1, 100

픽셀의 높이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색상의 경우 먼지농도

측정값을 박스 지오메트리의 RGB 코드와 매핑하여 값이

낮은 곳에서는 파란색, 높은 곳에서는 붉은색에 가깝게

변화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측정값의 정확한 수치를 동

시에 박스의 윗면에 표기하였으며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텍스트를 진하게 표기해 강조하였다.

3. 측정당시 대기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측정당시 대상공간이 위치한 서울시 성동구 대기의 미

세먼지농도를 시각화 결과물에 나타내기 위해, <Figure

12>에 나타난 에어코리아의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Table 2>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으로 지역별

대기 미세먼지 측정치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를 참조하여 측정당시 대기중 미세먼지농도 데이터를 시

각화 창의 배경색에 매핑하여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

아질수록 흰색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점차 변화하도록 하

였다. 또한 해당시간의 대기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시각

화 인터페이스 창에 텍스트로 표기하였다.

4. 시각화 결과 예시<Table 3>

<Table 3>은 수집된 데이터 중 대기 미세먼지농도가 ‘좋

음’, ‘보통’, ‘나쁨’이었던 날의 실내 미세먼지농도 분포가

각각 어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시각화 결과물을 비교하는

도표이다. 대기 미세먼지농도가 ‘좋음’ 등급으로 나타난 4

월 20일의 일평균 미세먼지농도는 14 µg/m3로, 해당 값이

매핑된 시각화 결과물의 배경색이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

난 반면 대기 미세먼지농도가 ‘보통’, ‘나쁨’으로 악화될

수록 배경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수치로 기록된 각 공간별 한 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데

이터는 시각화 결과물에서 각 공간에 해당하는 지오메트

리의 변수로 변환 및 매핑되어 박스의 높이, 색상, 텍스

트 등으로 나타난다.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옅은 공간은

높이가 낮은 파란색의 박스로, 짙은 공간에서는 높이가

높은 붉은색 박스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측정값은 단순 수치의 나열

과 비교했을 때 보다 직관적이며 개별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다른 공간, 실외, 권고기준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또한 평면배치 및 창

의 면적 등과 같은 건축요소와의 연관성을 도출해 낸다

면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ure 10. The Target Space for Demonstration

Figure 11. Visual Expression of Dust Concentration Data

Figure 12. Outdoor Dust Concentration Data from Airkorea

Table 2. The Air Quality Grade by Dust Concentration

Dust Concentration
Grade

Good Normal Bad Very Bad

(µg/m3, 

day)

PM10 0~30 31~80 81~150 151~

PM2.5 0~15 16~50 51~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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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의 목적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

자가 느끼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실내 미세먼지농도를 각

넓은 범위에서 시각화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제안 하고 구현함으로써, 수

치뿐만 아닌 대상공간의 도면이나 건물모델과 함께 파악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현된 시각화 시스템

의 특징 및 주안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실내 미세먼지는 감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

요소일 뿐 아니라 규제기준 등이 도입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단일 공간의 측정 및 시각화만으로는 미세먼지 오

염정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어렵다. 때문에 시각화 범

위를 여러 공간으로 넓혀 개별 공간들의 미세먼지농도를

비교 및 상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넓은 공

간단위에서 미세먼지농도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전체적으

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각 공간의 미세먼지농도 측정값을 대상공간의 평면

도와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넓은 공간단위에서

미세먼지농도의 전체적인 분포가 어떠한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미세먼지농도와 측정

공간의 건축 환경과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3) 시각화할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

록 사용자가 제어 창을 통해 시간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시된 접근방법은 실내 미세먼지 이외의 다른 환

경이나 다른 공간에서의 환경데이터 수치를 이용한 시각

화 구현을 위해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

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구현을 위해 사용한 광학식 센서는 저렴

한 대신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고 입자분리가 어려워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값과 표준적인 방법인 중량법 등을 사

용하는 정밀한 센서의 측정값과의 직접비교는 어렵다. 다

만 데이터의 직관적인 시각화를 통한 공간별 비교나 시

간대별, 외기의 먼지농도상태 등과의 비교에 효과적이다.

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센서 및 시각화 방법 확장, IPS 시

스템 및 통신기술의 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후

속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Table 3. A Demonstration of the Indoor Dust Concentration Visualization by the Outdoor Dust Concentration Grade

Air Quality Grade (per day) Good (14 µg/m3) Normal (42 µg/m3) Bad (112 µg/m3)

Date 2015.04.20 2015.04.21 2015.03.31

Visibility

Visualized

Indoor Dust Concentration

1-hour

Average

Value

(12:00- 

13:00)

Lecture Room A 14.12 15.79 25.78

CAD Room 24.12 28.95 28.78

Reading Room 20.12 18.29 20.12

Equipment Room 23.45 22.45 21.62

Lecture Room B 17.57 19.95 28.12

Office A 17.55 19.12 24.95

Office B 16.52 19.52 15.79

Office C 25.24 34.44 18.85

Office D 20.14 22.45 21.62

Office E 22.95 24.95 20.79

Office F 23.11 23.28 23.28

Office G 18.24 19.96 20.79

Office H 17.42 15.79 25.78

Overall 20.04 21.91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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