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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돼지들을 탐지  추 에 한 연구는 효율 인 돈사 리 측면에서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돼지의 추   돼지간의 겹침이 발생하 을 때 겹침 돼지를 탐

지  분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돈방의 겹침 돼지들을 탐지한 후, 돼지들의 평균 깊이 값

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깊이 정보 값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

를 탐지한 후 돼지들의 평균 깊이 값을 이용하여 올라탄 돼지와 깔린 돼지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1. 서론

   돈방 내 돼지들을 지속 으로 개별 리하기 해서는 

각 돼지를 탐지하고 탐지한 돼지들의 개별 식별이 가능하

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농가의 돈사는 체 으로 좁은 

공간에 돼지들을 집 사육하는 구조가 다수이다. 즉, 

작은 돈방에서 13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기 때문에 돼지들

은 서로 근 하거나 겹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돼지들이 근 한 경우 근  

돼지 역 내의 깊이 정보[1] 는 에지 정보[2]를 이용하

거나 이  임에서의 분리 정보[3] 그리고 심 [4]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돼지들이 겹

치는 경우에는 통상 인 상 처리 기술로는 분리가 되지 

않으며 겹칠 때마다 개별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여 

추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별 돼지의 24시간 자동 

모니터링을 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겹침(overlapping) 

돼지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돼지들이 겹침이 발생한 경우 

돼지들을 개별 으로 구분하기 하여 깊이 정보를 이용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돼지들

의 겹침 여부를 단하여 겹침 돼지를 탐지한다. 이후, 겹

침 돼지들의 깊이 정보의 평균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들을 

개별 돼지로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겹침 돼지

들을 탐지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해 분석하고, 마지막 4장에

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돈방에서 획득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 탐지하는 방법[5]을 이용하여 돼

지가 탐지된 상을 획득한 후,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겹

침 돼지를 탐지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일어선 돼지의 깊이 정보 값을 기 으로 

겹침 돼지를 단한다. 그 후 겹침 돼지들의 깊이 정보 값

의 평균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를 개별 돼지로 분리한다.

2.1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 탐지[5]

   먼 , 돈방에 설치된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세 장의 임을 한 장의 임으로, 

인 한 4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보간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보간된 입력 상과 

배경 상에 차 상 기법을 용한다. 그 후 닫힘 연산을 

수행하여 돼지가 비정상 으로 탐지된 돼지의 역을 보

간한다. 마지막으로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를 

용하여 돼지의 역보다 작은 면 의 역을 제거함으로

써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한다.

2.2 깊이 정보를 이용한 겹침 돼지 탐지

  2.1장의 방법을 통해 획득한 돼지 부분 탐지 상에서 

깊이 정보 값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를 탐지한다. 먼 ,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를 용하여 돼지 부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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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의 객체들을 개별로 Labeling한다. 이후 서 있는 

개별 돼지들의 깊이 정보의 최댓값[6]을 임계값으로 겹침 

역을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Labeling된 객체별로 겹침 

역의 비율이 Labeling된 객체 역의 10% 이상이면 겹

침 돼지 역으로 단한다. 그림 1은 개별 돼지와 겹침 

돼지의 상이며 그림 2는 겹침 돼지의 상에 겹침 역

을 표시한 상이다.

         

    (a) 개별 돼지                 (b) 겹침 돼지

(그림 1) 개별 돼지와 겹침 돼지 상

     

        

    (a) 겹침 돼지               (b) 겹침 역 탐지 

(그림 2) 겹침 돼지와 겹침 역 탐지 상

2.3 깊이 정보의 평균값을 이용한 겹침 돼지 분리

   2.2장의 방법을 통해 겹침 돼지 역으로 단된 역

의 평균 깊이 값을 통해 겹침 돼지를 분리한다. 즉, 겸침 

돼지 역의 평균 값 보다 일정 이상 작다면 깔린 돼지로 

단하고 제거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객체로 Labeling 되

었던 겹침 돼지 역에서 올라탄 돼지의 부분만으로 분리

한 후, 겹침 돼지의 역에서 올라탄 돼지의 역의 차를 

이용하면 깔린 돼지의 부분으로 분리가 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은 Intel Core i5-4690, Visual 

Studio 2015, 8GB RAM, 상처리 라이 러리인 

OpenCV3.2의 환경에서 수행되었다[7]. 깊이 정보 상을 

획득하기 해 돈방의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의 천장

에 Kinect 2 카메라를 설치하 고,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

하여 512×424의 해상도를 갖는 돈방의 깊이 정보 상을 

획득하 다.

   획득한 깊이 정보 상에 [5]의 방법을 이용하여 바닥

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하 다. 이후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를 용하여 돼지 부분 상의 객체

들을 개별로 Labeling한 후, Labeling된 객체들의 깊이 정

보 값을 [6]의 방법을 이용해 임계값을 결정하 다. 임계

값을 이용하여 겹침 역을 탐지한 후, Labeling된 객체별

로 겹침 역의 비율이 Labeling된 객체 역의 10% 이

상인 객체를 겹침 역으로 검출하 다. 마지막으로 겹침 

돼지로 단된 Labeling 객체 역의 깊이 정보의 평균값

을 임계값으로 임계값보다 작은 깊이 정보 값을 제거하여 

겹침 돼지에서 올라탄 돼지의 역과 깔린 돼지의 역을 

분리하 다. 그림 3은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의 

올라탄 돼지를 분리한 상을 나타낸다.

        

     (a) 겹침 돼지             (b) 분리된 겹침 돼지 

(그림 3)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 분리 상

4. 결론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으로 리하는 연구는 효율 인 돈사 리 측면에서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 돼지들의 개별 추

을 하여 근   겹침 돼지들을 개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 센서인 키넥트로부터 획득된 깊이 데이터의 여

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개별 돼지의 탐지 정확도를 증가시

키기 한 방법이 필요하며 겹쳐져 있는 돼지로 인하여 

돼지의 탐지 정확도를 감소되어 겹쳐져 있는 돼지를 탐지

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값을 

이용하여 겹침 돼지를 탐지하며 이와 함께 겹침 돼지들의 

평균 깊이 값을 통하여 올라탄 돼지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깊이 데이터만으로도 겹침 돼지를 

분할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돼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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