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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컬러 영상처리기법과 최근 사물 인식 및 분류문제에서 그 탁월한 성능이

입증된 딥러닝 기술의 고속 영역기반 컨볼루션 신경망에 기초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아직도 도전
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개별 객체들을 탐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객체
검출율은 92.9%, 객체 탐지 정확도는 98.6%로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현재 국내 상업적 축산농가에서는 효율적인 돈사관리를

위해 새끼 돼지의 체중이 5.5kg 이상이 되면 모돈의 젖을

때고, 어린돼지(이유자돈)들만을 따로 돈방에 합사시켜 관

리한다. 이 때, 낯선 환경 및 다른 이유자돈들과의 만남은

이유자돈들 사이에서 새로운 돈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및 서열 결정을 위한 공격적 행동등과 같은 사

회적 충돌을 야기한다[1-3]. 이와 같은 돈사 내의 비정상

상황 등은 이유자돈들 서로에게 정신적·물리적 상처를 입

히게 되고, 결국 이유자돈들의 발육저하 및 폐사에까지 이

르게 된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돈사 내의 비정상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기반의 영상 감시 시스템이 요구된

다[4].

영상 센서 기반의 돼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최신의

선행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돼지의 행동 분석 이전

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개별 객체의 탐지 및

개별 객체 탐지 시 발생하는 근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는 전통적인 컬러 영상처리기법과 최근 사물 인식 및 분

류문제에서 그 탁월한 성능이 입증된 딥러닝 기술의 고속

영역기반 컨볼루션 신경망[5-6]에 기초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아직도 도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개별 객

체들을 탐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제 세종

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하

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객체

검출율은 92.9%, 객체 탐지 정확도는 98.6%로 우수한 성

능을 확인하였다.

2. 컬러 영상을 이용한 개별 객체 탐지 시스템

본 절에서는 컬러 영상 센서를 기반으로 딥러닝의 한

종류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개별 이유자돈들을

탐지하는 시스템(그림 1 참조)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1) System architecture for detecting individual pigs using Fast
R-CNN.

그림 1은 Girshick 등[7]이 제안한 Fast R-CNN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학습 시 영상에서 객체가 위치한 영역에 대

한 정답지, 그리고 영역 추천 알고리즘[8]을 통해 영상에

서 객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영역후보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신경망 네트워크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feature map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컨볼루션 layer

와 pooling layer로 진행된다. Feature map 추출 후, 추출

한 다양한 크기의 feature map으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특

징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region of interest(RoI) pooling

layer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RoI pooling layer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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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특징 벡터들은 fully connected layer의 입력으로 전

달되고, 두 output layer에서는 각각 영상 내부의 객체 구

분을 위한 softmax값 계산과 객체가 존재하는 영역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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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좌표, (h, w)는 RoI의 높이와 너비를 나타낸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객체 탐지를 위해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키넥트

센서의 컬러 영상만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컬러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돈사의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의 천장

에 카메라 센서를 설치하였고, 돈방 내 21마리 이유자돈의

움직임을 촬영하여, 960×540의 해상도와 초당 30 프레임

으로 구성된 영상을 취득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한 개별 객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Intel

i7-6700k 프로세서와 32GB 메모리, 그리고 GTX 1070 그

래픽 카드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예제 영상 1,000장을 이용하여 신경망 네

트워크를 학습시켰으며, 제안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학

습 데이터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1,000장의 영상을 검

증 데이터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신경망 학습을

위해 설정한 파라미터 값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율

은 0.001, gamma 값은 0.1, 학습 반복 횟수는 40,000회,

momentum 값은 0.9 이며, drop-out 기법과 ReLU 함수를

이용하여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였다. 1,000장의 영상을 위

한 총 학습 시간은 32분, 학습 후 검증 영상의 경우는 영

상 당 0.32초가 소요되었다. 그림 2는 학습한 컨볼루션 신

경망을 1,000장의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상 내의 개별

객체를 탐지한 결과로, 21마리의 객체가 정상적으로 탐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Successful result of individual object detection using RGB
Fast R-CN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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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한 결과

데이터, fp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객체로 오탐지한 결

과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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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표 1은 앞에서 설명한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컬러 영상

을 이용한 개별 객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다. 표 1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검출

율은 92.9%로 우수한 탐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탐

지 정확도면에서도 98.6%로 정확한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Recall
(%)

Missing rate
(%)

Precision
(%)

False alarm
rate (%)

92.9% 7.1% 98.6% 1.4%

(표 1)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BF Fast R-CNN

4. 결론

멀티미디어 센서 기반의 돈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최신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개별 돼지의 탐지 시

발생하는 돼지의 근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

체적인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돼

지의 행동 분석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개

별 돼지의 탐지를 위한 영상 기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돈사에서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혼잡한 돈사에서의 근접

한 객체들을 개별 객체로 식별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

로 최근 사물 인식 및 분류문제에서 그 탁월한 성능이 입

증된 컨볼루션 신경망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조하였

다. 실제 세종시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 취득한 컬러 영상

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

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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