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깊이 정보와 CNN을 이용한 돼지 탐지

최장민*, 최윤아*, 이종욱**, 정용화**, 박대희**
* 맵퍼스 전략기술팀,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e-mail : jmchoi@mappers.kr,
{cyabc2, eastwest9, ychungy, dhpark}@korea.ac.kr

Pig Detection using Depth Information and CNN

Jangmin Choi*, Yoona Choi**, Jonguk Lee**, Yongwha Chung**,
Daihee Park**

Strategy Technique Team, Mappers*
Dept. of Computer and Convergence Software,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빛이 없는 돈방에서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한 키넥트의 깊이 정보와 돼지

객체의 탐지 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알려진 근접 돼지의 탐지문제를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객체의 깊이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다루기 쉬운 문제로 변환하고, 최근 사물 인식 및
분류문제에서 탁월한 성능이 입증된 딥러닝 기술의 컨볼루션 신경망에 기초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서 아직도 도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개별 객체들을 탐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
제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객체 검출율은 93.7%, 객체 탐지 정확도는 98.6%로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국내 상업적 축산농가에서는 효율적인 돈사관리를 위해

새끼 돼지의 체중이 5.5kg 이상이 되면 모돈의 젖을 때고,

어린돼지(이유자돈)들만을 따로 좁은 공간의 돈방에 합사

시켜 밀집 사육한다. 이 때, 낯선 환경 및 다른 이유자돈

들과의 만남은 이유자돈들 사이에서 새로운 돈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및 서열 결정을 위한 공격적 행

동등과 같은 사회적 충돌을 야기한다[1-3]. 이와 같은 돈

사 내의 비정상 상황 등은 면역력이 약한 이유자돈들 서

로에게 정신적·물리적 상처를 입히게 되고, 결국 이유자돈

들의 발육저하 및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 피해

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러나 관리인 당 약 2,000두의 돼지를 관리하는 국내 돈사

환경에서 관리인이 돈사 내 개별 돼지의 모든 이상 상황

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4-5]. 따라

서 축산농가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

는 돈사 내의 비정상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기반의 영상 감시 시스템이 요구된다[6].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7]에서는 가축의 행동 분석 이전

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움직이는 개별 돼지의

탐지를 위한 키넥트 카메라 기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혼잡한 돈방에서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움직이는 근접한

돼지들(touching pigs)을 개별 객체로 식별하기 위한 해결

책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결과로

써, 빛이 없는 돈방에서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

한 키넥트의 깊이 정보와 돼지 객체의 탐지 시, 가장 어려

운 문제로 알려진 근접 돼지의 탐지문제를 키넥트 카메라

로부터 얻어지는 객체의 깊이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활용

하여 보다 다루기 쉬운 문제로 변환하고, 최근 사물 인식

및 분류문제에서 탁월한 성능이 입증된 딥러닝 기술의 컨

볼루션 신경망[8-9]에 기초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아

직도 도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개별 객체들을 탐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제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객체 검출율은

93.7%, 객체 탐지 정확도는 98.6%로 우수한 성능을 확인

하였다.

2. 깊이 정보와 CNN을 이용한 개별 객체 탐지 시

스템

본 절에서는 깊이 영상을 기반으로 딥러닝의 한 종류인

컨볼루션 신경망(Fast R-C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

별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그

림 1 참조).

그림 1의 Depth Fast R-CNN은 Girshick 등[9]이 제안

한 Fast R-CNN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 시 이미지에서

객체가 위치한 영역에 대한 정답지, 그리고 영역 추천 알

고리즘[10]을 통해 이미지에서 객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

는 영역후보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신경망 네트워크는 입

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특징맵을 추출하기 위해 여

러 단계의 convolutional layer와 pooling layer를 거친다.

특징맵 추출 후, 추출한 다양한 크기의 특징맵으로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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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ystem architecture for detecting individual pigs using Depth Fast R-CNN.

정된 길이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RoI pooling

layer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RoI pooling layer로부터 추

출된 특징 벡터들은 fully connected layer의 입력으로 전

달되고, 두 output layer에서는 각각 이미지 내부의 객체

구분을 위한 softmax값 계산과 객체가 존재하는 영역의

네 점의 좌표를 출력한다((x, y, h, w): (x, y)는 RoI의 좌

측 상단의 좌표, (h, w)는 RoI의 높이와 너비를 나타낸

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객체 탐지를 위해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키넥트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깊이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돈사의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의 천장에 키넥트 센서

를 설치하였고, 돈방 내 21마리 이유자돈의 움직임을 촬영

하여, 512×424의 해상도와 초당 30 프레임으로 구성된 영

상을 취득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별 객체 탐

지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Intel i7-6700k 프로세

서와 32GB 메모리, 그리고 모델 학습을 위해 GTX 1070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였다.

개별 객체 탐지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깊이 영상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

해 서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객체들을 탐지한 후 gray

scale로 표현된 탐지 결과를 깊이 값에 따라 색상 정보를

갖는 3차원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이 때, Jet color map을

적용하여 1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로 변환하고, 객

체로 탐지된 영역에 대해서만 깊이 정보가 큰 영역부터

차례대로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순으로 표시하였다.

Fast R-CNN을 전처리 작업이 완료된 깊이 영상에 적

용하여 개별 객체를 탐지하는 문제를 움직이는 이유자돈

과 바닥을 분류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정의하여 객체 탐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신경망 학습을 위해 설정한 파라미

터 값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율은 0.001, gamma 값

은 0.1, 학습 반복 횟수는 40,000회, momentum 값은 0.9이

며, drop-out 기법과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를

이용하여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였다.

그림 2는 학습한 컨볼루션 신경망을 검증 데이터에 적

용하여 객체를 탐지한 결과로 객체의 형태가 뚜렷하거나

근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객체 사이에서 근접

문제가 발생하여도 개별 객체를 정상적으로 탐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깊이 영상을 이용한 개별 객체를 탐지

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총 30분의 영상에 대

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초당 30프레임으로 구성된 깊이

영상의 특성상 프레임 간 객체의 움직임에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개별 객체를 탐지하지 않고, 5

프레임마다 개별 객체를 탐지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영상 내에서 객체들이 근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장면과 근접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

을 모두 포함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Successful results of individual pigs detection using the
Depth Fast R-CNN.

(표 1) Experimental data set

No. of frames No. of touching
pigs frames

Video A 3,600 971
Video B 3,600 907
Video C 3.600 824
Total video 10.800 2,702

표 1은 실험에 사용한 영상의 프레임 수와 그 중 근접

문제를 포함하는 프레임의 수를 나타낸다. 탐지 정확도 측

정에 사용된 총 프레임 수는 10,800 프레임이며, 서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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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탐지 시 3개의 영상에서 근접 문제를 포함하는 프레

임 수는 각각 971 프레임, 907 프레임, 824 프레임으로 총

2,702 프레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검출율, 미검출율, 정확도, 그리고

오검출율을 성능지표로 이용하였다. 먼저, 검출율(Recall)

은 입력 데이터에 있는 객체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검출된

객체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미검출율(Missing rate)은 검

출율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입력 데이터에 있는 객체들 중

검출하지 못한 객체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확도

(Precision)는 검출된 결과들 중에서 정검출의 비율을 의

미하고, 오검출율(False alarm rate)은 정확도와 상반되는

의미로 검출된 결과들 중에서 객체들을 정확하게 검출하

지 못한 결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아래 수식에서 tp는 객

체가 존재할 때 정상적으로 객체를 탐지한 결과 데이터,

fn은 객체가 존재하지만 정상적으로 탐지하지 못한 결과

데이터, fp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객체로 오탐지한 결

과 데이터를 의미한다.

   


(1)

      


(2)

   


(3)

      


(4)

표 2는 앞에서 설명한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개별 객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검출율은 93.7%로 우수한 탐

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탐지 정확도면에서도 98.6%

로 정확한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Recall
(%)

Missing rate
(%)

Precision
(%)

False alarm
rate (%)

93.7% 6.3% 98.6% 1.4%

(표 2)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BF Fast R-CNN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축의 행동 분석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개별 돼지의 탐지를 위하여 빛이 없는

돈방에서도 객체 탐지가 가능한 키넥트 센서의 깊이 정보

를 입력으로 딥러닝 기술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혼잡한 환경에서의 개별 돼지를 탐지하는 새로운 모니터

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돈사에서 촬영된 키넥트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인, 혼

잡한 돈사에서의 근접한 객체들을 개별 객체로 식별하기

위한 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으로 전처리과정에서 관심 대

상이 아닌 엎드려서 쉬거나 자고 있는 돼지 객체들을 제

외함으로써, 영상 내의 탐색영역을 축소하여 어려운 문제

를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문제로 변환하고 컨볼루션 신경망

으로 객체 탐지 문제를 푸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조하였

다. 실제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키넥트 영

상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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