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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 기반의 돈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깊이 정보를 이용한객

체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돈사 환경에서는 보온등의 빛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탐지한다. 또한, 돈사의 구조가 

키넥트의 가시거리보다 긴 경우, tilted downward-view로 깊이 정보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tilted downward-view깊이 정보의 보정으로 돼지를 탐지한다. 즉, 보정을 통하여 돈사 

측면에 설치된 깊이 카메라로부터 모든 가능한 위치의 돼지까지 거리를 일정한 깊이 정보로 

획득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각종 범죄 또는 상황 인지를 위한 감시 카

메라의 사용이 공공시설뿐 아니라 농촌의 축산업이

나 농작물들에 대한 보안 및 관리에도 적용되고 있

다. 돈사 관리 측면에서 면역력이 약하여 통상 폐

사율이 30~40%까지 치솟는 자돈 관리와 구제역 등

과 같은 전염병 초기발견은 돈사의 소득증대와 피

해감소를 위한 큰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소수의 

관리자가 많은 돼지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돈

사 관리인이 발견하기 힘든 취약 시간(야간)의 이

상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환경

에서 자동으로 돈사 내 이상 상황을 감시 하는 연

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1-4]. 예를 들어, 

[3]에서 제안한 감시 시스템은 돈사 내 이상상황을 

탐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움직임 검출 방법 중 하나

인 차영상 방법을 사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분류 및 

추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영상 방법을 

통한 돼지 탐지 및 추적 방법은 각각의 객체가 떨

어져 있는 경우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지만, 두 마

리 이상의 돼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어 개별적인 탐지 및 추적이 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깊이 정보를 이용한 돼지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2. 배경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한 돼지 탐지 방

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키넥트를 설치한 돈사의 천장이 

너무 높아(약 10m) 성능이 개선된 키넥트 V2 를 사

용하여도 천장에 top-view 형태로 설치하면 실제 깊

이 정보를 정확히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 V2 의 가시거리를 고려

하여 tilted downward-view 로 획득한 깊이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키넥트 V2 는 방사형으로 깊이 정보

를 측정하기 때문에 tilted downward-view 로 촬영

한 깊이 정보는 같은 높이의 객체라도 위치에 따라 

깊이 정보가 상이하게 측정된다. 즉, tilted 

downward-view 로 촬영한 깊이 정보를 보정하여 돈

방의 바닥 어느 위치에서도 돼지의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 방법 
 

3.1 바닥 깊이 정보 설정 

  본 논문에서는 돈사의 tilted downward-view 로 

촬영 된 영상을 실험 데이터로 사용한다. 먼저 

tilted downward-view 의 깊이 정보를 보정하기 위

해서는 촬영한 돈방 안의 바닥에 대한 깊이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을 수행한 농장처럼 돈

방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는 경우, 키넥트로부터 바

닥까지의 정확한 깊이 정보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의 높이와 각도를 이용

하여 근사적인 바닥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그림 1은 키넥트의 높이와 각도를 이용하여 근사

적인 바닥 깊이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키넥트로 얻어진 깊이 영상의 해상도가 



 

512×424 일 때, 바닥 깊이 정보 Dground(256, 1)은 

높이 Z 와 벽으로부터의 최대 각도를 이용하여 계산

된다. 또한, Dground(1, 1)부터 Dground(256, 1)까지의 

픽셀 개수 차와 돈방 너비에 512 등분한 길이 β를 

곱하여 Dground(1, 1)에서 Dground(256, 1)까지의 실제 

길이를 구하고, Dground(1, 1)와 Dground(256, 1)까지
의 실제 길이와 Dground(256, 1)에 해당하는 깊이 정

보를 통하여 Dground(1, 1)의 바닥 깊이 정보를 계산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α 를 최대 각부터 0 도까지 

감소시켜가며 i=256 에서의 모든 j 에 위치한 깊이 

정보 Dground(256, j)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깊이 정보 Dground(256, j)를 기반으로 모든 바닥 깊

이 정보 Dground(i, j) 를 계산한다. 

 
(그림 1) 돈사 모형 

수식 1 은 키넥트의 높이 Z 와 픽셀까지의 각도를 

이용하여 D(i, j)의 바닥 깊이 정보를 계산하는 방

법을 보여준다. 

 
D𝑔𝑔𝑔𝑔𝑔𝑔(𝑖, 𝑗) = �(ℎ × cos(𝛼 × 𝑗))2 + ((256− 𝑖) × 𝛽)2 

(수식 1) 

3.2 거리에 따른 깊이 정보 보정 

본 논문에서는 근사적으로 얻어진 바닥 깊이 정

보의 중앙점 Dground(256, 212)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깊이 정보를 보정한다. 즉, 거리에 따라 깊이 

정보가 보정된 영상 Dcalibration(i, j)은 수식 2와 같

이 키넥트로부터 얻어진 깊이 영상 Dtilted(i, j)와 

중앙점 Dground(256, 212)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비율 (Dground(256, 212)/Dground(i, j))의 곱에 의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각 Dtilted(1, 1)부터 

Dtilted(512, 424)까지의 깊이 정보는 Dground(256, 
212)와 Dground(1, 1)부터 Dground(512, 424)까지의 비

율과 곱을 통하여 중앙의 깊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

정한 깊이 정보 Dcalibration(i, j)를 생성하게 된다. 

 

𝐷𝑐𝑐𝑐𝑐𝑐𝑔𝑐𝑐𝑐𝑔[𝑖][𝑗] =
𝐷𝑔𝑔𝑔𝑔𝑔𝑔[256][212]

𝐷𝑔𝑔𝑔𝑔𝑔𝑔[𝑖][𝑗]
  ×  𝐷𝑐𝑐𝑐𝑐𝑡𝑔[𝑖][𝑗] 

(수식 2) 

 

4. 실험 결과 

 

 본 논문은 OpenCV 2.9 Library 의 영상처리 플랫폼

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돈사 내에 설치한 키

넥트 V2로 획득한 깊이 정보를 이용하였다.  

하나의 돈방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제안방법

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돼지와 서있는 돼지를 구분

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와 같이 왼쪽 

하단 부분의 누워있는 돼지들은 탐색되지 않고, 위

쪽 중앙 부분 등의 서있는 돼지들은 탐색됨을 확인

하였다. 

 
(그림 2) 보정한 tilted downward-view 깊이 정보 

5. 결론 

 본 논문은 돈사내 tilted downward-view 감시 카

메라 환경에서 객체 식별을 위한 깊이 정보 보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보정을 통한 

tilted downward-view 의 깊이 정보에서 높이가 다

른 돼지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 깊이 정보뿐만 아니라 색상 정보까

지 이용하여 돈사내 구조물 등과 돼지를 구분한다

면 보다 정확한 돼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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