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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돈사 환경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돼지 관리를 위한 돈사 내 자동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돼지의 추적 중 발생하는 근접 돼지 문제로 인하여 개별 돼지에 대한 
탐지와 추적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근접 돼지의 외곽선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근접 돼지를 분할하기 위한 오목
점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기존의 인접점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변환 방법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점을 검출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이유자돈사에서 돈사 내 이상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1].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돼지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약 2,000두 이상 
다수의 돼지를 관리하는 국내 돈사 환경에서 관리인이 
돈사 내 모든 돼지를 개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
다. 이러한 축산 농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
로 최근 IT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로써 돈사 내 모니터링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2,3]. 그러나 돈사 내 개별 돼지
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비디오 
센서를 통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24시간 자동 모니터
링하는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개별 돼지의 탐지와 추적의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원
인 중 하나는 근접 돼지 문제이다. 즉, 돼지들이 움직이
는 도중 다른 돼지와 근접하는 경우 한 마리로 인식되는 
문제로 인하여 추적에 실패하게 된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돼지의 등에 색을 칠하거나 표식을 사
용하는 방법[5,6]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인위적인 표식
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수의 돼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
리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근접 돼지
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감시 카메라 영상 내 근접 돼지를 자동
으로 분할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 변환 방법을 제안한
다. 먼저 준비 단계로써 입력된 근접 돼지 원 영상으로
부터 전배경을 분리하고, 근접 돼지의 외곽선과 근접 돼
지를 포함하는 최소 다각형을 추출한다. 생성 단계에서
는 추출한 외곽선과 다각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동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규화한 
후, 탐색 단계에서는 오목 범위에 대하여 탐색함으로써 
근접 돼지 분할을 위한 오목점을 추출한다. 
  많은 근접 돼지 유형의 외곽선에서는 공통적으로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

다. 이를 이용하면 근접 돼지 영상으로부터 정확히 검출
한 오목점 정보를 근접 돼지 분할을 위한 정보로써 이용
이 가능하다.
2. 제안 방법

그림 1. 근접 돼지 분할을 위한 제안 방법의 흐름도
  본 논문에서는 근접 돼지의 분할을 위하여 2차원의 근
접 돼지 외곽선 데이터를 1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준비 단계, 생성 단계, 
탐색 단계의 세 단계로 구성된 제안 방법의 전반적인 흐
름도를 나타낸다. 준비 단계에서는 근접 돼지 영상으로
부터 전배경을 분리하여 외곽선을 추출하고 Convex 
Hull[7]을 적용하여 근접 돼지에 해당하는 최소 다각형
을 추출한다. 생성 단계에서는 추출된 다각형을 이루는 
각 선분들로부터 서로 다른 방법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한다. 마지막 탐색 단계에
서는 두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목 범위를 탐색함
으로써, 해당 오목 범위가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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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인지 판별하여 오목점을 검출한다.
2.1 준비 단계
  입력된 원 영상은 RGB 색 공간을 가지며, 돈방 내 근
접 돼지에 대한 ROI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
한 입력 영상에는 돈방의 배경과 조명으로 인한 잡영 등
의 노이즈를 포함하므로, 입력 영상의 색 공간을 HSV로 
변환하고 그 값을 조절함으로써 근접 돼지 전경만을 나
타내는 노이즈가 제거된 이진 영상을 획득한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이진 영
상으로부터 근접 돼지 외곽선을 추출한 후,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외곽선을 이루는 점들 중 서로 연
결하였을 때 외곽선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최소 다각형
을 추출한다. 이 때 추출한 다각형의 꼭짓점은 반시계 
방향 순서로 시퀀스에 저장되며, 마지막에 저장된 꼭짓
점을 시계열 데이터의 시작점으로 설정한다.
2.2 생성 단계
  생성 단계에서는 근접 돼지 외곽선을 이루는 각 점과 
근접 돼지 최소 다각형을 이루는 각 선분을 이용하여 시
계열 데이터를 생성한다. 즉, 준비 단계에서 설정한 시작
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각형의 각 선분과 외곽선의 
각 점을 연결한 수직 거리를 계산한다. 계산된 값을 순
서대로 기록하면 근접 돼지의 외곽선에 대한 시계열 데
이터가 생성되며, 생성된 시계열 데이터를 L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작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각형 각 선분의 양 꼭짓점과 외곽선의 각 점을 연결한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거리로부터 외곽선의 점 위치
에 해당되는 다각형의 선분의 길이를 감산하여 기록함으
로써 시계열 데이터 P를 생성한다.
  다음 단계에서 시계열 데이터 L과 P를 동시에 활용하
기 위하여 두 시계열 데이터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
화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 L’과 P’를 생성한다. 그림 2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 L’은 외곽선의 지역적 요철이, 시계
열 데이터 P’는 외곽선의 전역적 요철이 각각 효과적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탐색 단계에서 이러한 두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규화한다.

(a) 시계열 데이터 L’

(b) 시계열 데이터 P’
그림 2. 시계열 데이터 L’과 P’의 비교

2.3 탐색 단계
  탐색 단계에서는 근접 돼지의 분할에 사용할 수 있는 

근접 돼지간 오목점을 검출한다. 이 때 L’로부터 오목 범
위 탐색의 기준값을 설정하고, P’로부터 오목 범위를 탐
색하여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점인지 분별한다. 
즉, 정규화한 시계열 데이터 L’로부터 다각형의 각 선분
에 대응하는 구간별로 최댓값을 추출하고 해당 값을 오
목점 추출을 위한 오목 범위 탐색 기준값으로 설정한다. 
  이후 시계열 데이터 P’로부터 다각형의 각 선분에 대
응하는 구간 중 오목 범위 탐색 기준값에 해당하는 구간
만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구간이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
는 오목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탐색된 오목 
범위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한 마리 돼지의 몸통이 휘
어진 경우로 간주하고 근접 돼지로 인한 오목한 부분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반면 탐색된 오목 범위가 임계값 이
하인 경우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한 부분으로 결
정하고, 해당 오목 범위 중 최댓값을 취함으로써 오목점
을 최종 검출한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4×3m 크기의 돈방 
내 약 4m 높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돈방 내 22마리 돼
지들의 활동을 녹화하였다. 또한 640×480 해상도와 초
당 8 프레임 속도(8 frames per second : fps)의 RGB 
영상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원 영상으로부터 움직임을 
갖는 근접 돼지만을 분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ROI를 
설정하였으며, 근접 돼지에 대해 ROI가 설정된 영상에 
대하여 제안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목점을 검출하였다. 

그림 3. 외곽선이 완만한 곡선을 갖지 않는 경우

그림 4. 외곽선이 완만한 곡선을 갖는 경우
  그림 3은 근접 돼지의 몸통이 휘지 않아 외곽선이 완
만한 곡선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오목점 검출 결과이
고, 그림 4는 근접 돼지의 몸통이 휘어져 외곽선이 완만
한 곡선을 갖는 경우에 대한 오목점 검출 결과이다. 시
계열 데이터에서는 P’가 L’보다 외곽선의 지역적 요철에 
대하여 적은 민감성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L’을 통
해 오목 범위 탐색 기준값을 폭넓게 설정하고 P’를 통해 
최종 오목점을 그림3, 4와 같이 정확히 검출하였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제안되었던 
탐색점과 인접점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변환 방법[8]
을 사용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와 동일한 영상으로 실
험하여 획득한 오목점 검출 결과이며, 인접점 간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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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값을 적용하였다. 그림 5를 
통해 기존 방법으로는 외곽선이 완만한 곡선을 갖는 경
우에도 인접점 간격 비율이 잘못 설정되면 오목점 또한 
잘못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기존의 인접점을 활용한 오목점 검출 방법
  제안하는 방법의 정량적인 성능 비교를 위하여, 근접 
부분의 각도가 각각 약 0°, 45°, 90°인 세 가지 시퀀스
에 대해 탐색점과 인접점을 활용한 방법과 제안 방법을 
적용하고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정확도는 모든 프레임에
서 검출된 오목점 중 실제 근접 돼지의 오목점(Ground 
truth)에 해당하는 점들의 평균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표 
1은 인접점 활용 방법과 제안 방법의 시퀀스별 정확도 
비교를 나타낸다.

인접점 활용 방법 제안 방법
Sequence 1

(0°) 38.33% 87.50%
Sequence 2

(45°) 94.27% 100.0%
Sequence 3

(90°) 78.96% 96.88%
평균 정확도 70.52% 94.79%

표 1. 근접각에 따른 시퀀스별
인접점 활용 방법과 제안 방법의 정확도 비교

  인접점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변환 방법은 인접점 
간격의 비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의 모양의 변화가 심
하여 검출되는 오목점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
라서는 오목점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 
방법은 Convex Hull을 이용하여 최소 다각형을 추출함
으로써 고정된 거리를 계산하므로 기존 방법에 비해 안
정적으로 정확한 오목점 검출이 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
의 최종 목표인 근접 돼지 분할을 위해서는 근접 돼지가 
만들어내는 오목점만이 필요한데, 그림 4와 같이 휘어진 
몸통 부분에서는 오목점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근접 돼지 
분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4. 결  론
  근접 돼지를 분할하는 것은 돈사 내 돼지의 자동 추적 
문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원의 근접 돼지 외곽선 
데이터를 1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근접 
돼지 분할을 위한 오목점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 결과, 돼지의 몸통이 휘어진 경우에도 근접 돼
지가 만들어내는 오목점만을 정확하게 추출 가능함을 확
인하였으며, 다양한 각도를 갖는 경우에도 평균 94.79%

의 정확도로 오목점 추출이 가능하였다.
  향후 연구로 모든 경우에서 근접 돼지를 정확히 분할
하기 위하여, 이전 프레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오목점
이 한 개만 추출된 경우에서도 다른 방향에 존재하는 근
접한 점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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