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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

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각각 사용하였을 경우에

는 조명과 그림자 등의 잡음과 동일한 깊이에 있는 다른 물체에 의해 정확한 돼지 경계선 검출이 어

렵다. 본 논문에서는 RGB 정보 또는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기존보다 정

확한 돼지 경계선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변환 및 합성하였고,

합성된 결과 영상으로부터 돈사 내 배경과 돼지를 구분한다. 실험결과,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각각 사용하는 방법보다 정확한 돼지 경계선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I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IT 기술과 농·

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선진 외국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 새로운 연구 분야 중,

IT 농·축산 융합 기술은 돈사 내 돼지의 행동에 대한 감

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2-4].

한편, 밀집 사육을 하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융합 기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함에도 양돈 농가의 영세성으로 이와 같

은 IT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활발히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5]. 또한, 좁은 공간에 다수의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주인이 볼

수 없는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돈사 내 이상 상황을 감

시 할 수 있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돼지 탐지 및 추적을 위

해 사용되는 RGB 카메라는 조명과 그림자에 의한 돼지

사라짐, 돼지와 비슷한 색상의 배경의 구분 불가 등의 문

제가 발생하여 돼지의 탐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

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돼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는 기존보다 정확하게 돼지를 탐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합성하

여 돈사 내 돈방에서 돼지를 탐지하는 제안 방법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인 RGB 카메라와 깊이 정보 카메라의 합성은 그

림 1과 같이 격자무늬를 사용하여 흰색과 검은색의 특징

점을 찾아서 RGB 영상과 깊이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7]

과, 다수의 깊이 정보 카메라나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찍은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8] 등이 사용된

다.

(그림1) 격자무늬를 이용한 RGB와 깊이 정보 합성[7]

그러나, 이러한 합성법은 배경에 격자무늬가 있어야 하

거나,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배경

에 격자무늬가 없거나 카메라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 합성

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에서 각각 돼지 객체로

판단되는 부분을 추출한 후, 두 영상을 이용하여 합성된

영상을 생성한다. 이렇게 합성된 영상을 사용하여 기존의

RGB와 깊이 정보를 각각 이용한 돼지 탐지방법 보다 정

확한 돼지 경계선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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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방법

3.1 RGB 카메라와 깊이 정보 카메라의 해상도 설정

돈방 상단에 RGB 카메라와 깊이 정보 카메라를 설치하

여 영상을 획득 할 경우, 두 카메라의 사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획득된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해상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영상을 합성하기 전에

관심영역을 지정하여 각 영상의 해상도를 동일하게 설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카메라의 해상도를 동일하게 설

정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2) 해상도를 조절한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

3.2 RGB 영상의 이진화 및 깊이 영상의 임계값 설정

돼지와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획득한 RGB 영상에서

조명에 의해 생기는 돼지의 그림자 또는 배경의 잡영과

노이즈를 제거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

의 돼지 그림자 및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Hue

Saturation Value(HSV)의 값을 조절하고, 이 결과영상을

사용하여 이진화 한다. 그림 3(a)는 RGB 영상에서 잡영과

노이즈가 제거되어 영상 내에서 돼지로 판단된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 준다.

깊이 정보 영상에서 돼지로 판단되는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임계값을 설정하여 배경으로 판단된 부분을 제

거해야 한다. 그림 3(b)는 깊이 정보 영상에서 임계값을

설정하여 배경으로 판단된 부분을 제거한 결과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돈방 내부의 돼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RGB 영상의 이진화 결과와 깊이 정보 영상의 임계값

이 설정된 결과에서 그림 3과 같이 돈방의 외곽 부분을

잘라내어 돼지가 존재하는 부분만을 획득한다.

(a) RGB 영상 (b) 깊이 정보 영상

(그림3)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임계값 설정 결과

3.3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교정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되

지 않기 때문에, 두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영상간의 차이

를 교정해 주어야 한다. 두 영상간의 교정을 위하여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에서 대표 프레임이 필요하다. 효율

적인 영상간의 비교를 위해서 대표 프레임은 근접하지 않

은 돼지가 존재하는 프레임으로 결정한다. 즉, RGB 영상

을 이진화하여 만들어진 결과 영상에서 한 마리 돼지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객체가 탐지된 프레임을 RGB 영상의

대표 프레임으로 결정하고, 동일 시간에 획득한 깊이 정보

영상의 프레임을 깊이 정보 영상의 대표 프레임으로 결정

한다.

대표 프레임이 결정된 후에, 각각의 영상에서 탐지된 한

마리의 돼지라고 판단된 객체에 ROI(Region Of Interest)

를 설정한다. 그림 4는 탐지된 객체에 대한 ROI 설정과

중심점을 보여준다. RGB 영상의 대표 프레임 ROI 중심점

과 깊이 정보 영상의 대표 프레임 ROI 중심점 사이의 거

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거리만큼 깊이 정보 영상 전체를

이동하여 두 영상의 객체에 대한 좌표를 교정한다. 이렇게

두 영상을 교정한 이후에는 각각의 객체를 같은 좌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카메라 위치에 따른 교정은 초기

에 단 한번만 수행하게 되고, 이후 카메라 위치를 이동하

기 전까지 다시 수행 할 필요가 없다.

(a) RGB 영상 (b) 깊이 정보 영상

(그림4) ROI 설정 및 중심점 거리 계산

3.4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합성

교정된 깊이 정보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RGB 영상

과 깊이 정보 영상간의 거리 차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합성한다. 교정된 깊이 정보 영상에서 객체가 표시

되는 부분은 돼지의 위치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즉, 깊이

정보 영상과 원본 RGB 영상에서 해당 위치의 색상정보만

을 추출하여 합성하면, 배경이 제거된 돼지 객체만 표시되

는 합성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는 원본 RGB 영

상과 교정된 깊이 정보 영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합성된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5) 이진화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교집합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RGB 카메라와 깊이 정보

카메라가 함께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V2

를 사용하였다. 영상을 촬영할 구역인 돈방의 3m 상단에

키넥트V2를 설치하였고, 돈사 내 돼지들을 촬영하여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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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해상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460×520해상도를 갖는 영상으로 설

정하였다. 동일한 해상도를 갖도록 영상을 설정한 이후에

는 두 영상간의 위치 교정을 위하여 RGB 영상에는 이진

화를 하고 깊이 정보 영상에는 바닥과의 임계값을 32로

설정하여 각 영상에 대한 대표 프레임을 결정하였다. 결정

된 두 영상의 대표 프레임에서는 한 마리 돼지 객체에 대

한 ROI를 각각 설정하였다. 두 영상의 ROI 중심점의 거

리를 계산한 결과, 두 영상간의 거리는 22.3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두 영상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의 위치를 교정 할 수 있었으며,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합성하여 각각의 정보를 사용한 방법(그림 3

참조)에 비하여 정확히 돼지 경계선 검출이 가능함(그림 6

참조)을 확인하였다.

(그림6)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합성한 결과 영상

5. 결론

돈사 내 개별 돼지에 대한 탐지 및 추적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기존 방법으로는 RGB 영상을 사용하여 돼지의 위치

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RGB 영상만을 사용하

여 돼지를 탐지할 경우 빛과 그림자에 의한 돼지의 사라

짐과 비슷한 색상의 배경과 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동시에 사용한 돼지 경계선 검출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실험 결과,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영상을 동시

에 사용하여 합성한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합성한 결과 영

상을 통해 명확한 돼지 경계선 검출 및 돼지 탐지가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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