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냄새 구별과 추  센서를 이용한 약물탐지 드론 

설계 연구

유혜빈*, 김상훈*     

*
한경 학교 기 자제어공학과

e-mail: wind1104@hanmail.net

Study on design of drug detection drones using smell 

discrimination and tracking sensor

 Hye-Bin Yoo*, Sang-Hoon Kim*

*Dept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trol,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후각과 련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응용 분야도 동시에 넓어지고 있다.

 공기 에 돌아다니는 자연 인 냄새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을 신경

망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분하고 퍼지 추론 방식으로 농도를 측정하고 경로 탐색 알고리즘과 DIY드론

을 이용하여 약물의 치를 탐지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1. 서론

 재 오감에 한 연구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

과 청각이며, 동시에 후각에 한 연구는 제일 더딘 것이 

실이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성능의 향상으로 다양

한 알고리즘을 용해 볼 수 있는 수 에 이르 고, 

한 센서의 개발로 다양한 가스에 반응하는 소형의 력 

후각 센서 개발도 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이

보다 높은 성능의 냄새 감지 센서를 제작할 수 있게 되

었고, 동시에 고속 연산 로세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달로 후각과 련된 연구는 높은 수 에 이르 다.

 냄새 구별  추  드론은 후각과 련된 연구  하나

이고, 이러한 기능이 개발됨에 따라 가스 출 방지, 화재

감지, 재난 장  공항 수화물 검사, 오염물질 추출 그리

고 식·의약품 제조공정 등과 같은 분야에도 활용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보인다.

2.본론

 2.1. 재 기술의 한계

  이  냄새 감지 센서들은 공기 의 냄새를 맡도록 설

계되어 있었으며 감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후각 련 센서를 만들어도 수천, 수만 가지의 냄새 정보

를 입력하기 힘든 것이 실이다. 

 냄새 추  드론은 어떠한 물체의 화학  성분을 탐지하

는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성분을 추 하여 사람이 가기 

힘든 곳, 갈 수 없는 곳 등을 갈 수 있게 보다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2.2. 련연구

  인공 후각과 련된 연구로는 일본의 모기 후각구조를 

이용한 수색 로 , 냄새의 화학  성분을 탐지하는 자

코, 우리나라가 개발한 후각까지 인식이 가능한 자피부

가 있다. 

 2.2.1. 모기 유 자 합성

 일본의 연구(문헌[4])를 살펴보면 모기의 더듬이에는 공

기 에 떠도는 땀 냄새 성분을 고강도로 잡아낼 수 있는 

단백질이 다수 있다. 일본 연구 은 모기의 유 자를 사용

해, 이 단백질을 인공 으로 합성해 자 기기에 통합하여 

공기 에 땀 냄새 성분이 1ppm(0.0001%)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감지 가능한 소형 센서를 만들었다. 

 

[그림1 : 유 자 합성]

 2.2.2. 자코

 재 다양한 나라에서 개발 인 자코(문헌[4])는 앞서 

말했듯이 냄새의 화학  성분을 탐지하는 장치이다. 자

코는 자 장치를 사용해 냄새를 구성하는 휘발성 물질을 

수집하고 분석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앙 시스템

으로 달해 냄새의 종류, 농도, 특징 등을 식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화를 해 기존의 실리콘 신 성능이 좋

은 그래핀을 사용, 미세 자 기계기술 등 첨단 반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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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용해 성능을 개선, 한 후각 수용체를 이루는 단

백질 세포를 사용해 인간에게 버 가는 수 을 지닌 바이

오 자코를 개발 에 있다.

 

[그림 2 : 자코]

 2.2.3. 후각 인지가 가능한 자피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후각까지 인지 가능한 자피부(문

헌[4])는 미세한 물리 인 변형(압력, 응력)에 의한 기 

용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유기 용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게 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에서 사고 원인을 찾는 등의 역할이 기 되

는 연구이다.

[그림 3 : 후각 인지 가능한 자피부]

 2.3. 센서 설계 계획 

 냄새 구별  추  드론의 구성은 이러하다. 냄새 분류, 

냄새 추 , 원격조종드론이다.

 냄새 분류 센서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후에 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가스의 종류를 측정하는 방식

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다. 정보를 송하는 방식은 멀티 

홉 통신 방식을 이용하고, 드론은 DIY드론을 이용할 것이

다.

 

3. 실험  연구방법

 3.1. 냄새 분류

 화학  성분을 탐지하는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로 냄새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신경망 역  알고리즘 다이

어그램을 이용한다. 이 다이어그램으로 가스 센서에 따른 

4개의 입력층 노드, 은닉충 노드, 가스 종류에 따른 3개의 

출력층 노드로 구성을 한다.

.

 [그림 4 : 신경망 역  알고리즘]

 이 센서가 디지털화가 되면 0~255의 센서값을 체 입력 

값의 요도를 동일하게 하고 시그모이드형 달함수가 

빨리 포화되는 것을 막기 해 평균을 심으로 표 편차

가 1인 수로 변환하는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련

된 실험으로 “센서 네트워크 기반 지능  로 의 냄새 

인식  추 ”논문[1]의 방식을 인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offline 상에서 각각의 가스와 그 혼합기에 한 센서값을 

이용하여 100회 학습을 수행한 결과 가스 인식을 한 원

하는 오차율의 가 치를 얻었다고 한다.

 3.2. 냄새 농도 측정

 센서의 항 값이 성분 종류에 따라 차이를 가지는 특성

을 이용하여 그 성분의 공기  농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

서부터 센서를 그 성분에 최 한 노출시킨 경우까지의 센

서값의 범 를 5단계로 나 어 입력시킨다. 

 험정도 단을 해 냄새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해당 가

스의 농도 측정을 시작한다. 농도의 측정은 불확실, 신뢰

할 수 없는 값을 표 하는 추론 방식인 퍼지 추론 방식을 

이용할 것이다.

 3.3. 냄새 발생지 추

 가스 정보를 인식한 경우 센서 값에 의한 냄새 발생지를 

추  주행을 하는데 이 때 냄새 발생지 추 은 좌·우측에 

부착된 가스 센서 값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가스 센서가 

가스를 인지하면 냄새를 구분하여 이 정보를 인근 노드로 

송, 냄새의 강도에 의한 센서에서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냄새 발생지 추 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4. 경로 탐색 알고리즘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이미지 필터링과 경로탐색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지 필터링은 가우시안 필터링 방식을 사용한다. 가우

시안 필터링 과정이란 그 이 상을 가우시안 필터를 통

하여 체 으로 부드러운 상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것은 상 데이터의 잡음 제거를 해 주로 사용되는데 

가우시안 분포의 필터를 상에 컨볼루션 연산하여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 잡음에 의한 픽셀 값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제거하여 상의 잡음제거에 용이하며 

윤곽선 검출에도 도움이 된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지능

로 의 냄새 인식  추 ” 논문[1]에 따르면 장애물 인식

에 좋은 성능을 가지는 Sobel 필터를 사용하 다.

 경로 탐색은 필터링을 거친 이진 상의 여러 윤곽선 

에서 각 x 좌표의 치에서 y 좌표 최하단의 상을 찾아

내고 이 정보로부터 이 윤곽선이 시작하는 (x,y)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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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나아갈 경로를 알아내도록 한다.

 

3.5. 원격주행 드론

 냄새 발생지를 추 하여 상황실에서 드론을 원격으로 조

종하는 방식으로 최종 목 지에 드론을 도달하게 하는 방

식을 이용한다.

 드론은 "DIY 드론 기반 카메라 원격 상 촬  방법  

드론 운  제" 논문[3]을 인용하여 DIY(Do It Yourself)

형 드론을 이용할 것이다. DIY드론이란 상용드론을 커스

터마이징하여 특별한 목 에 맞는 스펙의 드론을 개발하

는 것이다. DIY형 드론은 비행 제를 해 부분 

APM(Ardupilot Mega) 기반 미션 래 를 사용하고 있

다. 이 드론은 로보틱스 기술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어, 

Erle Copter와 같이 리 스 기반 ROS(Robot Operating 

System)이 FCC(Flight Control Computer)에 설치된 경우

로 나타나고 있다. Erle Copter는 깬가 설치된 임베디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Erle Brain이라는 제어장치를 가

지고 있다. 여기서 FCC는 드론이 비행하기 한 명령을 

받아 자이로센서 등을 통해 드론의 자세, 방향, 진행경로

를 제어하는 컴퓨터이다.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는 휴 가 

편리한 노트북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용한다.

[그림 5 : DIY드론]

 원격 조종을 하기 해서는 카메라의 기능이 매우 요

하다. 이 때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짐벌(Gimbal)이다. 

짐벌은 카메라 장비를 드론에 부착하여, 촬  시 카메라 

진동과 흔들림을 막아주고, 카메라의 촬  방향을 제어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6 : 짐벌]

  추 을 해는 GPS기능도 필수다. 드론과 미션 래

가 연결되면 고도  자세 각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고, 미션 래 의 화면에는 고도계, 속도, WP(work 

place)로부터 드론까지의 거리, 드론 자세 각도, 상승속도, 

GPS시간 등이 표시된다. 미션 래 는 드론의 비행 경로

를 제어하고, 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추 에 

필요한 기능이다.

[그림 7 : 미션 래 ]

4. 결론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냄새만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와 

련해 더욱 더 활발히 연구가 된다면 보다 더 많은 냄새

를 인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며 이를 드론뿐만 아

니라 다른 분야에도 목시켜 자코, 자피부와 같이 일

상생활에서의 활용에 한 무한한 가능성을 기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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