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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집된 돈방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공격 인 행동들은 돼지의 성장에 심각한 악 향을 주고, 이는 농

가의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돈방 내의 비정상 상황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기반의 상 감시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돼지의 행동 분석 이 에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개별 돼지의 탐지를 한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 배경 

차 상 기법과 깊이 임계값을 이용하여 서있는 돼지만을 탐지한다. 둘째, 서있는 돼지들 에서 움직

임이 있는 돼지만을 심 역으로 설정하여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서서 움직이는 돼지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근  문제를 깊이 정보를 이용한 등고선기법을 제안· 용하여 돼지 객체의 탐지를 완성한다. 
실제 세종에 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깊이 상 정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 으로 검증하 다.

1. 서론

국내 상업  축산 농가에서는 효율 인 가축 리를 

해 어미에게서 젖을 땐 이유자돈들을 어미와 분리한 후 이

유자돈들만을 따로 합사시켜 리한다. 이 때, 낯선 환경 

 다른 자돈들과의 만남은 이유자돈들 사이에서 서열 결

정을 한 공격  행동  사회  충동을 야기한다[1-3]. 

이와 같은 돈방 내의 비정상 상황 등은 이유자돈들 서로에

게 물리  상처를 입히게 되고, 결국 이유자돈들의 늦은 

발육  폐사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생산

성 하락에 따른 경제  손실과 직결되는 돈방 내의 비정상 

상황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기반의 상 

감시 시스템이 요구된다[4].

본 논문에서는 가축의 행동 분석 이 에 필수 으로 선

행되어야 하는 움직이는 개별 돼지의 탐지를 한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 

제안하는 시스템은 키넥트 카메라에서 취득하는 깊이 정보

로부터 배경 차 상 기법과 깊이 임계값을 용하여 서있

는 돼지만을 탐지한다. 둘째, 이  임에서 탐지된 개별 

돼지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서있는 돼지들  움직임 

없거나 은 돼지들은 탐지 상에서 제외한 후, 움직임이 

있는 돼지들만을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으로 

설정하여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서서 움직이는 돼지들 사

이에서 발생하는 근  문제를 깊이 정보를 이용한 등고선 

기법을 제안· 용하여 해결한다. 실제 세종에 치한 이유

자돈사에서 취득한 키넥트 카메라의 깊이 상을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우수성을 실험 으로 검증하 다.

2.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1.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서있는 돼지 탐지 모듈’, ‘움직이는 돼지 탐

지 모듈’, 그리고 ‘근  문제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서있는 돼지 탐지 모듈에서는 배경 차 상 기법과 

깊이 정보 임계값()을 용하여 엎드려서 쉬거나 자고 

있는 돼지 객체들을 제외한 서있는 돼지만을 탐지한다.  

움직이는 돼지 탐지 모듈에서는 이  임에서 탐지된 

개별 돼지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서있는 돼지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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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원 소모와 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는 돼지들을 탐지 상에서 제외한다. 근  문제 처리 

모듈에서는 돼지 탐지 시 발생하는 근  돼지 문제를 제안

하는 등고선 기법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2.1 등고선 기법을 이용한 근  문제 해결

근  돼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한 등고선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선행 모듈에서 탐지된 서서 움직이는 

돼지 객체들의 심 역으로부터 추출한 특징정보  심

역의 크기를 이용하여 근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근  문제가 발생하면 근 이 발생한 역 내부의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깊이 정보  

최  깊이 정보의 일정 역만을 탐지한다. 결국, 최  깊

이 정보의 일정 역(돼지의 등)만을 탐지하여 돼지들이 

겹치는 근  역을 지우고, 비근  문제로 변환하여 개별 

돼지를 탐지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등고선 기법을 이용

하여 근  문제를 비근  문제로 변환한 결과를 보여 다. 

(a) 근  돼지 문제 ((왼)깊이 이미지, (오)RGB 이미지)

(b) 등고선 기법 용 결과 

그림 2. 등고선 기법을 이용한 근  돼지 문제 해결

3.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넥트 카메라 기반 모니터링 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세종에 치한 한 돈사에

서 20마리의 이유자돈들의 움직임을 512×424의 해상도와 

당 30 임 속도로 이루어진 깊이 상으로 취득하

다. 개별 돼지를 정확하게 탐지한 임의 개수를 총 

임의 개수로 나 어 탐지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표1과 

같이 94.6%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총 

10,800 임의 실험 상에서 서있는 돼지 탐지 모듈을 

용 시 2,702 임에서 근  문제가 발생하 으나, 움직

이는 돼지 탐지 모듈과 근  문제 처리 모듈을 순차 으로 

용하여 2,702 임  2,119 임에서의 근  문제를 

비근  문제로 환하여 근  문제를 해결함을 확인하

다.

총 임 수 탐지 임 수 탐지 정확도(%)

10,800 10,217 94.6%

표 1. 제안된 시스템의 탐지 정확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돼지의 행동 분석 이 에 필수 으로 선

행되어야 하는 개별 돼지의 탐지를 한 키넥트 카메라 기

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 시스템

은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깊이 상에서 배경 차

상 기법과 깊이 임계값을 용하여 서있는 돼지를 탐지한 

후, 이  임에서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없거나 은 객체를 탐지 상에서 제외하 다. 움직이는 

돼지 사이에서 근  문제가 발생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등고선 기법을 이용하여 비근  문제로 환하여 개별 

돼지를 탐지하 다. 실제 세종에 치한 돈사에서 취득한 

상을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탐지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94.6%의 탐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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