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하나의 돈방 내에 20여 마리의 자돈들을 사육하는 국
내 돈사들의 효율적인 돼지 관리를 위해 개별 돼지들의 
이상상황을 살필 수 있는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 IT 기술이 최근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IT 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기술(Computer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은 돈사 자동 모니터링 분야에
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에도, 돼지들의 행동을 24시
간 감시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1]. 
  예를 들어, 본 연구팀에서는 최근의 딥러닝 기법 기반 

객체 탐지 솔루션인 YOLO[2-3]를 적용하여 돼지 탐지 

및 분할하는 선행 연구를 발표하였다[4-5]. 그러나, 24시

간 돼지 자동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간대에서도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돼지들을 정확히 탐지해야 한다. 

그림 1. 야간 적외선 영상을 YOLO에 입력한 경우 

발생하는 돼지 탐지 에러 사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

도가 낮음에도 깊이 카메라로 획득된 깊이 정보 또한 추

가로 이용하여 빠른 전배경 분리가 가능한 영상 처리 기

법[6]을 확대 적용한다. 즉, 원 영상 값과 영상 전처리를 

한 영상 값을 동시에 TinyYOLO의 입력으로 설정한 후 

TinyYOLO의 결과를 후처리함으로써, 원 영상만 

TinyYOLO에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누락 된 Bounding 

Box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임베디드 보드의 

CPU에서 영상 전처리 및 후처리를 수행하고 GPU에서 

TinyYOLO의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연속되는 비디오 프

레임들이 파이프라인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제안 방법

그림 2. 정확한 돼지 탐지를 위한 제안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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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감시 카메라를 통해 돈사 내 돼지들을 탐지하는 문제는 ICT 기술을 이용한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영상 내 돼지와 바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도 모든 돼지를 정확히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 값 외에 기존의 영상 처리 기
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품질을 개선한 값을 동시에 딥러닝의 입력 값으로 주어, 비디오 프레임당 처리 시
간의 증가 없이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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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상 전처리

돈사 내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적외선 

영상은 돈방 내 돼지의 위치에 따른 명암 차이로 인하여 

돼지와 바닥 간 경계가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돼지가 돈방 구석에 위치할 경우, 돈방의 벽에 의

하여 돼지 몸통의 명암이 어두워짐에 따라 돈방 바닥의 

명암 값과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 이때 Otsu 알고리즘

과 같은 객체 탐지 기법을 단순히 적용할 경우 돈방 내 

모든 돼지가 정확히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외선 정보에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돼지와 돈방의 바닥 간 

전배경을 분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법을 수행한다[6]. 

즉, 적외선 정보와 깊이 정보 사이의 데이터 융합을 통

하여 각 영상 정보의 단점들을 보완(조도의 영향, 부정확

한 값 등)함으로써 돈방 내 돼지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그림 3은 전배경 분리를 위한 영상처리 기법[6]

을 수행함으로써 돈방 내 돼지와 바닥 사이의 전배경이 

효과적으로 분리됨을 보여준다.

그림 3. 깊이 및 적외선 입력 영상과 전배경 분리 결과

2.2 TinyYOLO를 이용한 돼지 탐지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전배경 분리 영상과 원 영상을 

결합한 영상을 생성 후, TinyYOLO의 학습 및 테스트 데

이터로 사용한다. 전배경 분리 영상과 원 영상을 결합한 

영상의 크기는 416 ×  416로 설정한다. 원 영상에서의 

돼지의 위치에 따른 명암 차이로 인해 TinyYOLO의 결과 

영상에서 Bounding box가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는 24시간 돼지 자동 모니터링에서 돼지의 추적을 실패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배경 분리 영상의 

TinyYOLO 결과와 원 영상의 TinyYOLO 결과를 모두 획

득하여 다음 단계에서 해당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림 4

는 전배경 분리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통합한 영상의 

YOLO 결과를 보여준다.

    

    (a) YOLO 입력 영상      (b) YOLO 출력 영상

그림 4. 전배경 분리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통합한 영상

 

2.3 영상 후처리

원 영상의 TinyYOLO 결과가 부정확할 경우, 전배경 

분리를 수행한 영상에서의 TinyYOLO 결과를 추가로 이

용한다. 예를 들어, 원 영상의 TinyYOLO 결과로 출력된 

Bounding Box의 개수가 돈사 내부의 돼지 수와 같지 않

을 경우 전배경 분리를 수행한 영상의 결과에서 누락된 

Bounding Box 정보를 차용하여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킨

다. 그림 5는 후처리를 통해 정확도가 향상된 최종 돼지 

탐지 결과이다.

그림 5. YOLO 수행 결과 및 최종 돼지 탐지 결과

3.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충북대 돈사 내 9마리 돼지를 

사육하는 돈방의 천장에 인텔 RealSense 카메라[7]를 설

치하여 적외선 및 깊이 영상을 획득하였다. 엔비디아 

Jetson TX-2 임베디드 보드[8]에서 동작시키기 위하여 

YOLO는 TinyYOLO[3]를 적용하였고, 획득된 영상으로부

터 2904장을 학습에, 1000장을 테스트에 이용하였다. 정

확도는 ground truth 대비 올바르게 표시된 Bounding 

Box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표 1과 같이 제안 방법을 사용하면 적외선 

영상을 TinyYOLO에 입력한 경우에 비하여 정확도가 

4.14%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 전처리/후처리 

부분이(3.09msec) CPU에서 처리되고 딥러닝 부분이

(39.82msec) GPU에서 파이프라인 처리되게 함으로써, 비

디오의 초당 프레임 처리 속도(frames per seconds, fps)

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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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inyYOLO[3]와 제안 방법의 성능 비교

TinyYOLO[3] 제안 방법

정확도 88.77 % 92.91 %

fps 25.11 25.11

4. 결론 및 향후 연구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돈사 내 돼지를 자동 관리하

기 위해서는 여러 돼지의 정확한 탐지가 필수적이다. 그

러나 영상 내 돼지와 바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딥러

닝 기법을 적용하여도 모든 돼지를 정확히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돼지와 돈방의 바닥 간 전배경을 분리한 영상 

값을 원 영상 값과 동시에 딥러닝의 입력 값으로 주어,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임베디드 

보드의 CPU를 활용하여 영상 전처리를 수행하고, GPU에

서 딥러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CPU가 받아 영

상 후처리를 함으로써, 연속되는 비디오 프레임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다. 즉, 임베디드 보드 내 CPU(영상 전

처리/후처리)와 GPU(딥러닝) 간 작업 부하를 파이프라인

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프레임 처리 시간이 증가되지 

않게 하였다. 향후 연구로, 영상 처리 부분은 멀티코어 

CPU를 활용하여 병렬 처리하고 딥러닝 부분은 경량화하

여, 전체 프레임 처리가 임베디드 보드에서 실시간에 처

리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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