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2호

- 348 -

1. 서론

국내의 상업적인 축산농가에서는 효율적인 생육관리를

위하여 크기가 한정된 우리 안에 이유자돈들을 어미와 분

리한 후, 이유자돈들만 합사시켜 사육을 한다. 이 때 낮선

환경 및 새로운 자돈들과의 만남은 돼지들 사이의 사회적

인 충돌을 발생시키며, 이는 돼지들 사이에 스트레스 및

서열 설정을 위한 공격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1][2]. 이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며, 이로 인한 늦은 발육 및 폐사는 농가의 생산

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육

농가의 경우 60세 이상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2017년

62.2%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덧붙여 영농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4]. 즉, 돈사 관리인이 돈사의

개별 돼지들을 24시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돼지들 사이의 공격적인 행동

에 대한 조기 탐지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축산 분야에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IoT(Internet of Thing)를

융합한 연구가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6]. 특히, 동물의 생체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고 있

다고 알려진 소리 신호를 이용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예로써, 산란계가 스트레스로 인한 계란 품질의 저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계의 발성음을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소리 특징

으로 변환 후 산란계의 스트레스를 탐지하는 연구[5], 닭

의 발성음을 신호처리기법과 기계학습방법론을 활용하여

질병을 탐지하는 연구[6], 암소의 발성음을 취득하여 발정

기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7]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의 농장에서도 저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한 소리센서 환경에서의 돼지 공격 행동 탐지 시스템

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소리 신호에서 MFCC 특징

을 추출한 후 이를 전통적으로 그 성능이 입증된 이진 분

류기인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에 입력

함으로써, 정상소리와 공격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명

소리 여부를 판별한다. 실제 돈사에서 취득한 소리신호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

으로 검증한다.

2. 소리 기반의 돼지 공격 행동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기반의 돼지 공격 행동 탐

지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3개의 모듈로 구

성 된다: 1) 소리 센서를 활용하여 소리를 취득하는 모듈,

2) 취득한 소리 데이터에서 MFCC 정보를 추출하는 모듈,

3) 돼지의 공격 행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미리 훈련된

SVM에 적용하는 단계.

본 논문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돼지 소리는 일반적인 상

황에서 내는 소리와 공격받은 돼지가 내는 비명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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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돼지우리의 구역을 나눈 후 해당 구역별로 30여 마리의 돼지
들을 합사하여 사육하고 있다. 특히 어미로부터 젖을 땐 돼지(이유자돈)들 만을 개별적인
돈사에서 합사하는 경우, 낮선 환경 및 다른 돼지들과의 서열 구분을 위한 공격적인 행동으
로 발현된다. 이로 인하여 공격받은 돼지는 성장 저하 뿐 만이 아니라 폐사까지 이르는 심
각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받은 돼지가 해당 상황에서 내는 소리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소리 신호에서 MFCC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SVM에 적용하여 공격적인 행동에 의
한 소리 여부를 탐지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돼지의 공격상황을 소리
를 활용하여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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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리 기반의 돼지 공격 행동 탐지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돼지 소리 취득 환경 및 편집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4개의 돼지농

장에서 평균적으로 25∼30kg의 총 36마리의 돼지

(Yorkshire×Landrace×Duroc)를 대상으로 환축 및 정상

축의 음성 수집은 각 개체로부터 1m의 거리에서 디지털 

캠코더(JVC GR-DVL520A, Japan)로 녹화하였다. 

소리 데이터는 돼지의 정상적인 기침소리(healthy

cough) 그리고 꿀꿀 거리는 소리(grunt)와 돼지가 공격을

당할 때 내는 비명 소리(scream)를 영상 및 소리를 듣고

확인한 후 소리가 발생하는 영역을 수동으로 편집하였다.

정상 기침소리와 꿀꿀 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의

종류별 신호 형태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소리 데이터 신호 형태 예

수집된 소리 정보를 편집한 결과 돼지 소리들은 0.18∼

1.59초, 샘플링은 44,100Hz, mono 타입이다. 실험에 사용

한 컴퓨터의 사양은 Windows 10, Intel® i7-7700K

CPU@4.2GHz, 32GB 램이다. 실험을 위하여 취득한 소리

는 총 350 개 {healthy cough 100, grunt 110, scream

140} 이다.

이상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소리 정보는 시간-주파수 대

역의 대표적인 소리 특징인 MFCC를 이용했으며, MFCC

특징은 프로그램 R의 ‘tuneR’ 패키지를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MFCC 특징은 개별 소리를 60 프레임으로 나눈 후

각각의 프레임에서 12개의 MFCC 특징값을 추출하였으며,

이 때 추출된 특징은 720 차원이다.

3.2 SVM을 이용한 돼지의 공격 소리 탐지 실험 결과

소리 기반의 돼지 공격 행동 탐지 실험에서는 프로그램

R의 SVM 라이브러리인 ‘e1071’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데

이터의 80%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습하였고, 나머지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커널 함수는 ‘radial’

을 사용하였으며, SVM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하는 상수

(trade-off constant) C 값은 1.83, gamma값은 0.00132으

로 설정한 결과 학습률은 99.2%를 기록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돼지

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탐지한 이상상황 탐지율 96.4%,

FPR(정상 소리를 이상 소리로 잘못 판단한 비율)과

FNR(이상 소리를 정상 소리로 오분류한 비율)은 각각

10.5%, 3.6% 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소리를 기반으로

돼지의 사회적인 행동을 탐지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

증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돈사에서 수집한 돼지의 소리 데이

터를 이용하여, 돼지의 공격 행동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소리센서로 유입되는 

소리를 취득한 후, 해당 소리에서 시간-주파수 대역의 대

표적인 특징인 MFCC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징은 

이진 분류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SVM에 적용되어, 소

리센서를 기반으로 돼지 공격 행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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