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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

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돼지 호흡기 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한 번 감염되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사육하는 

양돈장 환경에서 기침하는 돼지를 탐지해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MHI 기법을 사

용하여 기침하는 돼지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돼지의 영상을 MHI 기

법으로 처리하고 분석한 후 돼지의 순간적인 움직임 증가량을 통하여 해당 돼지의 기침 여부를 판단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90%의 정확도로 돼지의 기침 여부를 판별해냄을 확인하였다.

   

1. 서론

국내의 대부분의 양돈 농가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다수

의 돼지를 사육하므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다

양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전염병은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빠른 대처를 통한 확산 예방이

필수적이다. 전염성을 가진 일부 호흡기 질병은 기침 증세

를 보이며, 또한 기침을 통해 전염된다. 이러한 질병에 전

염되어 기침을 하는 돼지를 판별할 수 있다면 질병의 확

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돼지를 좁은 공

간에 사육하는 양돈장의 특성상 기침을 한 돼지를 탐지하

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돼지 영상에 MHI(Motion History

Image) 기법[1]을 사용하여 돼지의 기침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비디오 센서에서 취득한 돼지 영상

에 MHI 기법을 적용하고 분석한 후 돼지의 순간적인 움

직임의 증가량을 분석해 기침 여부를 판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MHI 기법을 이용하여 기침 돼지

를 판별하는 제안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2. 관련연구

돈사 내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차영상(Frame

Difference) 방법[2]이 있다. 차영상 방법은 이전 프레임

또는 배경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픽셀 변화를 비교

하여 움직임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차영상 방법으로 움직

임이 탐지되면, 탐지된 공간을 움직이는 돼지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돈방 내 돼지를 추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영상 방법만을 사용 할 경우 기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HI 기법을 이용한 돼지의 기침 탐지 방법을 제안

한다.

MHI 기법은 비디오 시퀀스의 움직임 영역을 한 장의

이미지 안에 표현하는 기법으로서,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움직임을 인식하

는 많은 응용[3,4]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MHI 기법을 이

용하여 돈사 내 돈방에서 기침하는 돼지를 탐지하는 연구

도 진행되었다[5]. 그러나 돈방 내 움직임이 적은 돼지와

실제로 기침을 한 돼지를 모든 상황에서 구분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돼지를

기침 돼지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침하는 돼지를 탐지하기 위해 비디오 

센서에서 취득한 영상 정보를 사용한다. 즉, 돼지를 촬영

한 영상에서 기침하는 시퀀스를 추출하여 MHI 기법으로 

처리한 후, 움직임이 검출된 픽셀 수를 분석하여 해당 돼

지의 기침 여부를 판단한다.

3.1 MHI 기법 적용

돼지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돼지가 기침하는 영상

에 MHI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 1(b)과 같은 결과 영상을 

획득한다. 현재 프레임부터 4 프레임 이전 프레임까지 해

당 돼지가 한 번도 위치하지 않은 곳에 나타나는 움직임 

검출 픽셀은 노이즈이므로 이를 제거하고 그림 1(c)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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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사용한다.

(a) 원본 영상 (b) MHI 결과 영상 (c) 노이즈 제거

영상

그림 1. 돼지 영상에 MHI 기법을 사용한 결과 영상

3.1 MHI 기법 적용

기침하는 돼지는 일반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2~3 프레

임 구간동안 움찔하는 큰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기침

을 시작하는 프레임의 MHI 결과 영상에서는 이전 프레임

에 비해 많은 양의 움직임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즉, 현재 프레임에서 기침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이전 프레임의 움직임 검출 픽셀 대비 현재 프레임의 움

직임 검출 픽셀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하여 이 

증가 비율을 기준으로 돼지의 기침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기침하는 돼지의 일부분이 먹이통 등의 돈사 내 구조물

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려진 돼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돼지의 움직임 양을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돼지의 움직임 양의 정규화는 수식 (1)을 따른다. N은 돼

지의 움직임 양의 정규화 값, P는 MHI 결과의 노이즈 제

거 영상의 움직임 검출 픽셀 수, G는 원본 영상에서 기침

돼지가 차지하는 영역의 픽셀 수, i는 프레임 번호이다.

   


×  (1)

4. 실험 결과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은 640×480의 해상도를 갖지

만, 실험 시 정확도를 만족하면서 노이즈 제거의 편의와 

제안방법의 실시간을 만족하기 위해 H.264 비디오 코덱

을 사용하여 160×120 해상도로 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MHI의 time duration은 4 프레임이 되도록 설정함으로써 

노이즈 제거의 기준이 이전 4 프레임까지로 설정되었다. 

기침 시퀀스는 9 프레임에서 기침을 시작하였고, 각 시퀀

스마다 17 프레임의 MHI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기

침 돼지 영상 20개와 기침하지 않는 일반 돼지 영상 16

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림 2는 기침 돼지와 일반 돼지의 움직임 양의 정규화

값을 각각 프레임별로 모든 돼지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하

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 돼지의 경우 큰 특징이

없지만, 기침 돼지의 경우 기침 시작 프레임에서 움직임

양의 정규화 값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기침 시퀀스의 기침 돼지 및 일반 돼지의

정규화 값 추이

그림 2에서 기침 돼지가 기침할 때 움직임 양의 정규화

값의 평균은 12.94에서 32.43으로, 약 150%가 증가하였다.

기침 돼지에 대해 증가한 정규화 값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지만 20개의 표본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높은 정

확도를 갖는 기준치를 탐색해야 한다. 표 1은 기침 돼지의

기준치가 되는 증가한 정규화 값의 비율을 조정해가며 기

침 돼지와 일반 돼지의 판별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기준치의 변화에 따른 판별률 비교

판별률

기준치 변화
기침 돼지 일반 돼지

150% 60% (12/20) 100% (16/16)

100% 75% (15/20) 100% (16/16)

50% 90% (18/20) 93.75% (15/16)

20% 95% (19/20) 87.5% (14/16)

기준치를 150% 혹은 100%로 설정할 경우, 기침 돼지를

만족할만한 정확도로 판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기준치를 20%로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기침하지

않는 일반 돼지를 기침 돼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침 돼지라고 판단할 정규화

값의 증가량 기준치를 50%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기

침하는 돼지로 판단하는 이전 프레임 대비 현재 프레임의

정규화 값의 증가량을 50%로 설정하였을 때, 돼지의 기침

소리가 탐지되었을 경우 90%의 정확도로 기침하는 돼지

를 구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돼지의 호흡기 

질환의 조기 탐지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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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로부터 획득

한 돼지의 영상을 MHI 기법으로 처리하고 분석한 후 돼

지의 순간적인 움직임 증가량을 통하여 돼지의 기침 여부

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90%의 정확

도로 돼지의 기침 여부를 판별해냄을 확인하였고,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확장하여 응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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