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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여러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여전히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흡연을 즉시 적발할 수 있는 기
술이 요구된다. 현재 학교 등 공공 건물에 개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상용 흡연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다. 최근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특정 장소의 흡연 감지 결과가 관리실까지 전달
되고, 관리실에서 센서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담
배연기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1]. 

그러나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감지기, 네트워크 장비, 설치 공사비 등을 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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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특정 공간의 흡연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라즈베리
파이로 이루어진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 위에 구현되었다. 이는 상용 흡연 모니터링 시스템에 비
하여 저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며, 하나의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또 다른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로부터 장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흡연 시와 
비흡연 시 일산화탄소 농도의 확률 도함수를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우
도 검파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일산탄소농도 값으로 흡연 상태를 추정하
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애드혹 네트워크로 연결된 복수의 센서들로부터 수집한 값으로 흡연 상태
를 추정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BSTRACT

We introduce a system that detects smoking in a specific area. The proposed system is 

implemented on a wireless ad hoc network consisting of Raspberry Pi boards. It is more 

economical owing to low-cost device than commercial smoking monitoring system and is scalable 

than the existing system with single Raspberry Pi. In this paper,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carbon monoxide concentration during smoking and non-smoking is approximated as Gauusian 

distribution, respectively, using data measured from sensors for a long time. Based on this, a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technique is adopted to estimate the smoking status by observing 

the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We aim at improving the reliability by estimating the 

smoking status using the collected values from multiple sensors connected to the ad 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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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소규모 기관에
서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라즈베리파이 (RPi)

와 같은 저가의 싱글 보드 컴퓨터가 개발되었으
며, 각종 센서 및 액츄에이터를 부착 시킨 후 로
컬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연결시켜, 사물인터넷을 
쉽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
름에서 실내 흡연 감지 시스템을 RPi로 구현한 
논문이 발표되었다[3]. 이 논문은 하나의 RPi와 
일산화탄소(CO)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측정된 CO 농도를 웹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러나 
측정된 CO 농도를 기반으로 센서 주변의 장소에
서 누가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
능은 구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동 경보기능이 
없는 경우, 관리자가 직접 흡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논문 [4]는 실외 환경에서 흡연 여부를 감
지하는 시스템을 RPi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이 논
문은 CO 농도를 나타내는 값이 200을 넘으면 흡
연 상태로 가정한다. 논문 [3][4] 모두 하나의 RPi

만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RPi를 무선 애드혹 네트
워크으로 연결하여, 인접한 위치에 있는 복수의 
센서들에서 동시에 측정된 CO 농도 값을 실시간
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흡연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CO 센서는 열잡음, 다른 화
학물질에 반응하는 등의 요인에 따라 같은 CO 

농도라도 센서마다 측정값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
어서 하나의 센서만을 사용할 경우 오경보, 또는 
경보 누락의 확률이 클 수 있다. 복수의 센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오경보 확률과 경
보 누락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센서에서 흡연 시와 비흡연 시에 측정한 CO 농
도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우도 검파(maximum likelihood 

detection, MLD)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CO 농
도 값으로 흡연 상태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CO 센서가 부착된 RPi들이 애드혹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중 하나
의 노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흡연 여부를 감지
하는 서버 역할을 한다. 다른 노드들은 측정값을 
2초마다 WLA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에 전
송한다. 서버는 10초 동안 모인 측정값의 평균을 
구한다. 이는 측정값의 무작위성을 줄이고자 함이
다. n번쨰 노드에서 시간 에 기록된 CO 농도 값

을 라 하자. 은 10초마다 기록된다. 흡

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라 하고,    이면 
비흡연,   이면 흡연 상태를 나타낸다. 이 때, 

가 어떤 값으로 고정인 조건하에서 긴 시간 동

안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의 평

균과 분산을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1)

여기서   ⋯ ⋯은 랜덤 프

로세스이다. 를 알고있을 때, 가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의 확률 도함수는 아래와 같다.

 










 

. (2)

그림 1. Ad-hoc sensor network with Raspberry Pis.

III. 최대 우도 검파 기법

시간 에 인접한 노드 개에서 측정된 CO 농

도값을  ⋯라 하자. 이 값을 

이용하여 최대사후확률검파 기법을 사용할 때에 
대한 추정은 아래와 같다.

   for Pr   ≥ Pr  

 for Pr    Pr  
(3)

여기서 시간 변수는 편의상 생략한다. 베이즈 정
리에 의해서 (4)가 성립한다.

Pr  





 Pr

(4)

여기서  ⋯이고 
는 의 결

합확률 도함수이다. Pr    Pr  이라고 
가정하면, 식 (3)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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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5)

를 아는 조건하에서 ⋯ 이 서로 독

립이라고 가정하면 
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6)

는 식 (2)를 적용한다. 결국 모든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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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하여  , 
  를 얻으면 최대우도검파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IV. 실  험

실험에서, Raspberry Pi 3 Model B를 개발 보
드로 사용하였으며, 통신 프로토콜은 WLAN이 
ad-hoc 모드를 사용하였다. CO 측정 센서는 
MQ-7,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 MCP3008를 각
각 사용하였다. 그림 2에 인접한 세 개의 노드에
서 측정한 CO 농도값의 평균과 분산을 표 1에 
표기하였다.

최대우도검파기법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하
나의 센서 노드만을 사용한 경우 흡연 감지가 누
락되었던 많은 샘플들이 세 개의 센서 노드를 사
용하였을 때에는 흡연 상태로 감지되었다.

실험 중 MQ-7이 온도, 습도 등이 평균 값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 추후 연구에 온
도, 습도 측정값을 검파기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표 1. 의 값에 따른 각 노드의 측정값의 평균과 분산.

 노드 1 노드 2 노드 3

0
평균 76.44 77.56 88.61

분산 12.22 24.29 13.15

1
평균 95.63 90.68 102.9

분산 101.89 33.63 20.54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Pi로 이루어진 무선 애드혹 네
트워크 기반 위에 흡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이는 상용 흡연 모니터링 시스템에 비하
여 저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며, 하나의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또 다른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로
부터 장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흡연 시
와 비흡연 시 일산화탄소 농도의 확률 도함수를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
대 우도 검파기법을 이용하여, 일산탄소농도 값으
로 흡연 상태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애드혹 네트워크로 연결된 복수의 센서들로부
터 수집한 값으로 흡연 상태를 추정하여 신뢰도
를 높였다. 추후 연구에 온도, 습도 측정값을 검
파기법에 반영하고자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에너바이오텍, http://www.enerbiotec.com/

[2] Raspberry Pi Foundation, https://www.ras-

pberrypi.org

[3] 최홍의, 김철, 유효상, 이상호, 안병구,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내 흡연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종합학
술발표회, 2015.

[4] 노연희, 오민규, 계형은, 이상호, “라즈베리파
이 센서를 이용한 버스정류장 흡연상태 실시
간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종합학술발표회,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