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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돈사의 대다수는 좁은 공간에서 돼지를 밀집 사육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환경은 돼지들에게 스트레

스를 발생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전염병의 확산에

취약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돼지들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돈사내의 모든

돼지들은 개별적으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국내 돈사에서는 관리자 1명이 2,000두 이상의 돼지를 관

리하고 있으며, 모든 개별 돼지에 대해서 직접 세밀히 관

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여 돈사 내 개별 돼지들

의 행동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2].

돈사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되는 돼지들은 좁은 공간에

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객체의 식별 번호가 서로 바

뀌는 것과 같은 객체 추적에 대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 추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객체 추적 검증은 이전 프레임에서 각 돼지 객체들의 위

치를 활용한다. 현재의 객체 좌표는 이전 객체 위치를 통

해 예측되고, 예측된 객체의 위치는 객체 추적 결과의 위

치와 비교한다. 즉, 예측된 객체의 위치와 객체 추적의 위

치를 비교하여 정상적으로 객체 추적이 되었는지 검증하

고, 검증 결과를 통해 잘못된 추적 결과의 객체를 정상 위

치로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전배경 분리를 위하여 컬러

데이터 대신에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수집한 깊이 데이터

를 사용한다. RGB 카메라의 컬러 데이터는 조명과 그림

자 변화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카메라로부

터 획득한 깊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한다[3]. 키넥트 카메라는 깊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조명이 꺼진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돼지를 탐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넥트 카메라를 돈방의 천장에 설치하여 깊이 데이터

를 획득하고, 획득한 깊이 데이터를 통해 돼지 객체를 이

진화한 영상을 획득한다. 이진화한 영상에서 모든 돼지들

은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추적 알고

리즘을 통하여 객체 추적이 완료된 영상을 객체 추적 검

증의 입력 영상으로 사용한다. 식별 번호가 부여된 객체를

통해 각 객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전 프레임으로

부터 각 객체의 과거 위치를 사용하여 객체의 움직임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활

용하여 객체 추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즉, 검증하고자 하는 프레임의 과거 세 장의 프레임을 활

용하여 현재 프레임에서의 해당 돼지가 위치할 지점을 예

측하고, 예측한 점을 사용하여 돼지들의 추적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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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돈사 환경에서 돼지들의 세밀한 관리를 위해, 개별 돼지 관리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객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돈사에서의 정확한 돼지 추적은 쉽지 않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돼지 객체의 추적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전 프레임에서의 객체 위치 좌표를
통해 현재 프레임에서의 객체 위치 좌표를 예측하고, 예측된 좌표를 사용하여 추적 결과가
바르게 되었는지 검증한다. 실험 결과, 실제 돈사에서 획득한 돼지 시퀀스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적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잘못 추적된 객체의 위치를 정상 위치로 수정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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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움직임 정보를 활용한 돼지 위치 예측

한 장의 이미지에 과거 움직임 정보를 포함하여 나타내

기 위해 Motion History Image(MHI)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돼지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

여 돼지 객체 분리가 완료된 영상에 MHI를 적용한 결과

이다. 실험을 통하여 돼지들의 움직임을 확인해본 결과,

돼지들의 움직임은 전진, 정지, 좌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회전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그림 1) 돼지 객체의 일반적인 움직임(MHI)

개별 돼지의 움직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 돼지

의 위치를 표시할 기준이 필요하다. 돼지의 위치는 그림

2(a)와 같이 돼지 객체를 감싸는 최소 사각형의 중심점 좌

표로 정의하였다. 과거 세 개 프레임 동안의 돼지의 위치

를 최소 사각형을 통해 획득하고, 현재 프레임에서의 해당

돼지 위치를 과거 위치를 통해 예측한다. 프레임시간 t 에

서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 세 프레임(t-1, t-2,

t-3)의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 돼지의 현재 위치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돼지의 이동 방향 정보와 이동 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a) 돼지 객체 최소 사각형 (b) 중심점 이동

(그림 2) 돼지 객체의 중심점 확인 및 중심점 이동

먼저, 돼지의 이동 방향을 예측한다. t-3 와 t-2 사이에

돼지 객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t-2 에서 t-1 사이에 돼지

객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통해, t-1 에서 t-0 사이에 돼지

객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t-3 에서 t-2 로

돼지가 이동하는 거리에 비해 t-2 와 t-1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더 크면, 돼지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반면에, t-3 에서 t-2 로 돼지가 이동하는 거리에

비해 t-2 와 t-1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더 작으면, 돼지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돼지 객체의 이동 방향과 이동 거리를 예측하는 방법으

로 그림 2(b)와 같은 등변사다리꼴 모양을 활용할 수 있

다. 등변사다리꼴을 통해 전진, 정지, 좌로 이동, 우로 이

동하는 모습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돼지들의 실

제 이동 방향은 등변사다리꼴 모형보다 더 완만한 각도로

움직이고, 이동 거리는 가장 최근 이동한 거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세 개의 이미지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미 몸을 회전하고 있는 돼지는 현재 프

레임에서 반대 방향으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

다. 따라서 직선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던 방향을 유지하

여 회전한다고 판단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를 포괄

하는 예측 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 점은 그림 3과 같

이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계산된 예측 점은 t-1에

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위치와 등변사다리꼴 모

형을 사용하여 획득한 회전하던 방향으로 회전하는 위치

의 중점이고, 현재의 위치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3) 현재 프레임에서의 돼지 위치 예측 방법

2.2 예측 점 주변 픽셀을 통한 정확도 점수 계산

그림 4에서 예측 점은 객체 내부에 검은색의 점으로 표

시하였고, 객체 추적 결과 이미지에서 5시 방향 돼지 객체

의 예측 점은 외부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예측에 실패

하면, 정확도 점수 계산을 수행한다. 정확도 점수는 예측

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계산된다.

(그림 4) 추적이 완료된 이미지와 검은색 예측 점

그림 5(a), 그림 5(b), 그림 5(c), 그림 5(d)와 같이, 예측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8개 픽셀에 해당하는 지

점의 추적결과 이미지에서 확인한다. 객체 추적 검증의 오

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측 점의 인접 픽셀뿐만 아니라

인접하지 않은 주위의 픽셀 정보도 동시에 사용한다. 인접

픽셀은 거리가 1인 픽셀 정보를 사용하고, 주위의 픽셀 정

보는 거리가 2, 거리가 4, 거리가 6인 픽셀 정보를 사용한

다. 각 픽셀 거리마다 예측 점 좌표를 포함한 9개 픽셀을



2017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 803 -

확인하기 때문에 최고 정확도 점수는 36점이 된다. 예측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중을 크게 두기위해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인한 점들은 누적되어 추적 결과를 검증하는

기준인 정확도 점수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한 예측 점

에 해당하는 객체 추적 정확도 점수는 표 1과 같이 나타

날 수 있다.

(a) 예측 점에서 거리가 1 (b) 예측 점에서 거리가 2

(c) 예측 점에서 거리가 4 (d) 예측 점에서 거리가 6
(그림 5) 개별 돼지의 예측 점과 거리에 따른 주위 픽셀

(표 1) 객체 추적의 정확도 점수

3 번 객체

정확도 점수

4 번 객체

정확도 점수
1번 객체 0 0
2번 객체 25 2
3번 객체 5 5
4번 객체 3 23
… … …

13번 객체 1 2

2.3 정확도를 통한 추적 검증 및 처리

표 1과 같이 얻은 결과를 통해, 객체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게 된다. 4번 객체에 대한 예측 점의

주변 점들을 통한 정확도 점수를 확인한 결과, 4번 객체에

해당하는 정확도 점수가 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해당 추적결과는 올바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

번 객체의 가장 높은 정확도 점수가 2번 객체의 25점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객체는 추적에 실패했다고 결정한다.

즉, 3번 객체가 위치해야할 부분을 잘못된 객체 추적의 결

과로 2번 객체로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으로 식별된 추적결과를 3번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결

과를 통해 계속해서 추적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돈방의 바닥으로부터 약

4m 높이의 천장에 키넥트v2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깊이 데이터는 512 × 424의 해상도

를 갖는다. 깊이 데이터는 수행시간의 단축을 위해 이미지

축소를 수행하여 해상도가 200 × 200 이고 10 fps(frame

per second)의 깊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축소 변환된 깊

이 데이터는 전배경 분리 알고리즘을 수행이후에 객체 분

리 및 객체 추적을 수행하였다. 객체 추적의 결과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였고, 입력 영상에서 돼지로 탐지된

데이터에 제안 방법을 적용 하였다. 실험은 Intel Core i5,

8GB RAM, Visual Studio 2015,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OpenCV 2.4의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13마리 돼지를 탐지하고, 객체 추적이 완료 된 시퀀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 하였고, 객체 추적 중에 두 개의 객체

또는 다수의 객체에 대한 식별 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식별 번호가 바뀐 시퀀스

들을 보여주고, 표 2, 표 3, 표 4 는 각 시퀀스에 대하여

계산된 정확도 점수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을 통하여 객체 추적이 실패할 경우에 바뀐 식별 번호를

올바른 식별 번호로 수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객체 추적 실패가 발생한 시퀀스 1

(표 2) 시퀀스 1의 정확도 점수 계산 결과

1 번 객체

정확도 점수

8 번 객체

정확도 점수
1번 객체 0 32
2번 객체 0 0
3번 객체 0 0
4번 객체 0 0
5번 객체 0 0
6번 객체 0 0
7번 객체 0 0
8번 객체 20 0
9번 객체 0 0
10번 객체 0 0
11번 객체 0 0
12번 객체 0 0
13번 객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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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객체 추적 실패가 발생한 시퀀스 2
(표 3) 시퀀스 2의 정확도 점수 계산 결과

5 번 객체

정확도 점수

8 번 객체

정확도 점수
1번 객체 0 0
2번 객체 0 0
3번 객체 0 0
4번 객체 0 0
5번 객체 6 29
6번 객체 0 0
7번 객체 0 0
8번 객체 29 0
9번 객체 0 0
10번 객체 0 0
11번 객체 0 0
12번 객체 0 0
13번 객체 0 0

(그림 8) 객체 추적 실패가 발생한 시퀀스 3

(표 4) 시퀀스 3의 정확도 점수 계산 결과

3 번 4 번 5 번 8 번 9 번
1 0 0 0 0 0
2 0 0 0 0 0
3 2 0 31 0 0
4 0 0 0 29 0
5 0 0 0 0 29
6 0 0 0 0 0
7 0 0 0 0 0
8 30 0 0 0 0
9 0 30 0 0 0
10 0 0 0 0 0
11 0 0 0 0 0
12 0 0 0 0 0
13 0 0 0 0 0

5. 결론

효율적인 돈사 관리를 위해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 관리 자동화는 중요하고, 개별 돼지를 정확

하게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돼지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돼지 객체의 식별

번호가 서로 바뀌는 것과 같은 객체 추적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움직

임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돼지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고,

예측한 정보를 사용하여 추적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실제 돈사에서 획득한

일반적인 움직임의 영상에 대해서 추적 실패한 부분을 올

바른 식별 번호로 수정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리지어 빠르게 움직이는 돼지들에 대

하여 실험하였다. 향후 연구로 좀 더 다양한 움직임에 대

해서도 적용 해보고,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추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예측과 정확도 계산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수정, 개선 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No.2015R1A1204367)과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2016H1D5A1910730)으

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참고문헌

[1] 김용, 좌상숙, 이종욱, 박대희, 정용화, “이유자돈의 공

격적인 행동 탐지,” 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pp.325-326, 2014.

[2] S. Zuo, L. Jin, Y. Chung, and D. Park, “An Index

Algorithm for Tracking Pigs in Pigsty,” Proc. of

ICITMS, pp.797-803, 2014.

[3] 김우열, 서영호, 김동욱, “깊이 정보를 이용한 템플릿

매칭 기반의 고속 얼굴 추적 방법”, 방송공학회논문지,

18(3), pp.349-361,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