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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매년 봄, 가을 마다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련해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보호자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근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

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보기 어려운 단위나 수치보다는 시각적인 효

과를 받기 위한 그래프의 사용과 색상을 통하여 알림을 전해주는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 개발하였다.

키워드: 미세먼지(Find Dust), Web based System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으로 봄마다 찾아오는 황사에 큰 

영형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이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들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호흡기

관에 영향을 끼친다. 공업단지나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도 큰 편으로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

킨 런던스모그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 에서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되고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됨에 따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해당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II. 관련 사례

현재 웹상에서는 많은 사이트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

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어코리아(Air Korea)[1] 나 기상청 등이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단위나 수치들을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사용자

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차트를 이용한 기능을 메인 기능으로 꼽는다.

본 연구는 High-Chart[2]를 사용하여 진행을 하며 해당 차트 사용하

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필수로 이해하여만 해당 연구에 맞는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  차트를 표현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High-Chart 의 API를 가져와 사용하기 위한 MVC(Model View 

Control)의 이해와 공공데이터 포털 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할 

때 웹기반 환경에서 표출된 XML 형식, 혹은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Document Parsing[3]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한다. 

High-Chart를 제어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서 데모버전에 코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하여 MVC의 형태를 이해를 

해야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컨트롤 할 수 있다.

III. Air Korea의 공공API 기반 응용개발

Air Korea의 공공API 중 시도별 실시간 평균정보 조회 API를 

활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 URL 형식의 API를 XML 형식으로 웹 브라우저 상에 띄워준다. 

이때 데이터를 “insert“하기 위한 java파일을 만들어서 웹상에서 

뿌려진 XML 데이터를 파싱을 통하여 노드 단위로 나눈다. 후에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insert 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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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ML Dom Parsing method Source. 

∙ 앞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하기 위한 파일을 

작성 한 후, 실제로 MVC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 다루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 파일과 데이터의 “GET”과 “SET”을 진행하는 

자바파일 두 개를 만들어 컨트롤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 차트에 실제로 표기하기 

위하여 High-Chart에 코드를 작성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가 처음 

Load 될 때마다 자바파일의 Main을 실행시켜 공공API 에 접근하여 

파싱을 한다. 이때 데이터는 테이블만 남기기 위하여 절삭 후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Fig. 2. Chart representation using MVC

IV. Conclusions

국민들의 관심 거리가 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이다. 미세먼지는 머리

카락 굵기의 1/10 정도이기에 기관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가 

8.84% 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둔 보호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Fig. 3. To-Be of Research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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