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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행동 인식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동영상 이벤트

분석

An Ontology-based Video Event Analysis for Cow Behavio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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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톨로지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개념을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로서,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는 CCTV 환경에서의 소의 행동 인식에 관한 연구로서, 영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특징들(옵티컬 플로우,

ROI의 폭, 높이, 중심 등)을 이용하여 규칙이나 제약조건을 정의하고, 정의한 규칙 혹은 제약조건과 영상으로

부터 추출한 특징들을 맵핑하여 소의 다양한 행동들(‘moving’, ‘underway’, ‘walking’, ‘lying down’, ‘standing

up’)을 인식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이벤트 분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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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IT 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3]. IT 농·축산업 분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축사내의 가축들을 모니터링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비

교적 단순한 형태의 축사 점검 시스템에서 부터, 가축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축의 발정기 및 질병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거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가축의 정보 및 생산이력 등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다[1-3]. 이러한 연구들 중 본 논문에서는

CCTV(Close-Circuit Television) 환경에서의 소의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 행동에 대한 분

석, 즉 소가 서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의 변화 또는 걸음

걸이의 변화, 걸음 횟수 패턴의 변화등과 같은 소의 행

동 정보는 발정기(estrus) 탐지, 질병의 조기 진단, 생육

환경이 적절한지의 여부 등을 탐지하는 매우 중요한 정

보로 사용된다[1-3].

본 논문에서는 CCTV 환경에서의 소 행동 인식에 관

한 연구로서, 영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특징들을 이용

하여 규칙이나 제약조건을 정의하고, 정의한 규칙 혹은

제약조건과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들을 맵핑하여 소

의 다양한 행동들을 인식하는 온톨로지(ontology) 기반

의 이벤트 분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소개한다.

2. 연구 방법

2.1 소의 행동 정보 취득

CCTV로부터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소 행동을 인식

하기 위하여 영상 내 픽셀 값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 정

보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내의 소의 움직임 정보

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피라미드

(Gaussian Pyramid)가 적용된 루카스-카나데

(Lucas-Kanade)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하였다.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를 이용하여 취득한 움직

임 정보인 벡터 에서 해당 벡터의 길이와 움직임의 방

향 성분인 벡터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벡터 각도를 그림 1과 같이 ∼ 의 값을 갖는

8-방향 성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8-방향 성분

Fig. 1. 8-Direction Component

2.2 온톨로지 기반의 소 행동 인식

온톨로지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개념을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

한 모델로서,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을 말한다. 온톨로지 기반의 이

벤트 인식 방법은 대부분 영상 내에 의미 있는 이벤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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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개념을 정의한다.

어휘로 정의된 이벤트나 장면에 대해서 영상으로부터 추

출 가능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규칙이나 제약조건을 정의

하고, 정의한 규칙 혹은 제약조건과 영상으로부터 추출

한 특징들을 맵핑하여 이벤트를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 환경에서의 소 행동 인식에 관

한 연구로서, 영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특징들(옵티컬

플로우, ROI의 폭, 높이, 중심 등)을 이용하여 규칙이나

제약조건을 정의하고, 정의한 규칙 혹은 제약조건과 영

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들을 맵핑하여 소의 다양한 행동

들(‘moving’, ‘underway’, ‘walking’, ‘lying down’,

‘standing up’)을 인식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이벤트 분석

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설계 및 구현한다.

3. 소 행동 인식을 위한 동영상 이벤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제안된 시스템은 OpenCV의 영상처리 함수를 이용하

였으며, 소 영상은 전라북도 고창의 한 농장에서 자체적

으로 촬영한 영상과 YouTube에서 얻은 영상을 사용하

였다. 실험을 위해 영상은 초당 24프레임의 AVI 형식으

로 변환한 후, 0.4초당 하나의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소 행동 인식을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각 프레임에서 소의 영역을 ROI(Region

Of Interest)로 지정한 후, 연속된 2장의 프레임에서 옵

티컬 플로우를 취득하였다. 일정 크기 미만의 옵티컬 플

로우들은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하였으며, 옵티컬 플로

우의 각도는 8-방향 성분으로 전환하고, 성분이 가장 많

이 발생한 방향을 해당 프레임의 옵티컬 플로우의 주 방

향성분(PDC)으로 정의하였다. 소의 행동이 탐지된 순간

과, 정지했을 때의 ROI 폭 변화(RCW)와 높이 변화

(RCH) 정보를 얻었으며, 두 프레임의 ROI 중심 변화를

연결하여 중심 이동 벡터를 얻은 후, 8-방향성분을 이용

하여 ROI 중심 방향(DCV)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특징 정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NOF

· PDC

· DCV

· DMR

· RCH

· RCW

: Total Number of Optical Flow in ROI

: Principle Direction Component of optical flow

: Direction of Center Vector in ROI

: Direction Matching Ratio (움직임이 발생한 순

간부터 정지되었을 때, 각 프레임에서 취득한

PDC와 DCV가 일치하는 비율)

: Ratio in Change of Height

: Ratio in Change of Width

표 1은 위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소

행동을 인식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생성 규칙들을 보여준

다. 그림 2는 ‘walking’과 ‘lying down’하는 소 영상내의

옵티컬 플로우와 DCV를 표현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 행동 인식을 위한 온톨

로지 기반의 동영상 이벤트 분석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특징들을 이

용하여 소의 다양한 행동들을 인식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이벤트 분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A) walking (B) lying down

그림 2. 소 영상내의 옵티컬 플로우 예

Fig. 2. Examples of Optical Flow in Cow Image

행동 생성 규칙

moving IF NOF > 10 THEN Behavior=‘moving’

underway
IF more than 3 consecutive ‘moving' THEN
Behavior=‘underway’

walking
IF directly after ‘underway’ and DMR is
more than 70% THEN Behavior=‘walking’

lying
down

IF directly after ‘underway’ and DMR is
under 70% and RCH is more than 15%

THEN Behavior=‘lying down’

standing
up

IF directly after ‘underway’ and DMR is
under 70% and RCW is more than 15%
THEN Behavior=‘standing up’

표 1. 소 행동 인식을 위한 생성 규칙

Table 2. Production Rules for Cow Behavior

Recognition

그림 3. 소 행동 인식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3. User Interface of Cow Behavior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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