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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음이 있는 실제 축사 내에서의 소 소리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정기
를 탐지하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소리 획득 및 발정기 탐지 프로세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소리 획득 프
로세스란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잡음을 제외한 실제 소리가 발생한 소리 구간만을 검출하는 소리 
처리 과정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소음과 소리 분별 능력이 강인하고 빠르며 가벼운 실시간 시스템을 위
한 알고리즘이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축사로부터 취득한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우
수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1. 서  론
  소리 획득 프로세스(sound acquisition process)란 실시
간으로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잡음을 제외한 실제 
소리가 발생한 소리 구간만을 검출하는 소리 처리 과정
이다[1]. 이는 전체 소리 처리 과정 중에서 신호를 전달
하는 전처리 과정으로써 정확한 소리 구간을 추출하여 
전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한
다.

  소리 획득 프로세스를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임계값에 
기초한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에 기반을 둔 패턴인식 기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임계값에 기초한 알고리즘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소음에 강인하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계학습에 기반을 둔 패턴인식 
기법은 소리 발생 구간의 특징 벡터와 소리가 아닌 구간
의 특징 벡터를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기
계학습 기법으로 학습하여 사용하는 패턴인식 기법을 말
한다[2]. 본 연구에서는 임계값에 기초한 소리 획득 프로
세스 방법을 따른다.1)

  문헌 조사에 의하면, 소리 획득 프로세스를 위한 알고
리즘은 대부분 인간의 음성 인식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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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으로써, 동물의 소리 연구 영역에서도 자체의 연구결
과 없이 인간의 음성을 위한 알고리즘이 그대로 동물의 
소리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개를 위한 혹은 
새를 위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은 발견되나
[3-4],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의 소리를 위한 소리 획
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은 발견되지 않는다. 동물의 경우, 
인간의 성도와 겉모양만 같을 뿐 내부 조직이나 기능이 
달라 발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5]. 결과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특화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최근 Jančovič 등[4]은 새 울음소리의 특징을 고려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amplitude를 임계값과 비교하여 소리 유
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Jančovič 등[4]은 새 울음소리의 
특징을 고려한 tonal 기반의 파라미타와 인간의 청각 인
지 특성을 고려한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와의 인식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새 울음소
리의 특징을 고려하는 방법이 인간에 맞춰진 알고리즘의 
강제적인 적용보다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국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특
화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효과
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암소의 발정기 탐지는 축사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6] 생산성 증대 및 이윤의 극대화를 위
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기존의 발정기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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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은 CCTV등을 이용한 영상 처리 및 비전 기술[6]
과 암소의 체온 변화를 이용하는 기술[7]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소 소리 획득 및 발정기 탐지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스템 요구 사
항으로는 소음이 있는 실제 축사 내에서의 소 소리 획득 
프로세스임을 감안하여 소음과 소리 분별 능력이 강인하
고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빠르고 가벼운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Jančovič 등[4]이 소개한 방법을 참조
하여 새로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획득 프로세스는 발정기 탐지를 
위한 전처리 과정의 프로세스로써 비교적 저렴한 장비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리를 취득한 후 잡음을 제거한 소
리 구간을 추출하여 발정기를 탐지한다.

2. 실시간 소 소리 획득 및 발정기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소 소리 획득 및 발정기 
탐지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이는 오디오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을 추출
하여 amplitude 값을 구하는 모듈, 다른 소리에 비해 발
정기 시 특정 주파수 대역의 amplitude 값이 크기 때문
에 해당 주파수 대역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빈도를 계산
하여 발정기를 탐지하는 모듈과 short-time energy를 추
출하여 소로부터 발생된 소리인지를 구별하는 모듈로 구
성된다.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을 구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FFTw[8]을 사용한다. 소의 소리 발생 시 큰 변화를 보이
는 주파수 대역의 amplitude 값을 구하여 임계치보다 클 
경우 해당 구간의 short-time energy를 구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short-time energy와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을 
구할 때 사용되는 window function은 Hamming window
를 사용한다. Hamming window는 frame 경계로 갈수록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함수로써 신호 복원 시 frame 
양 끝에서의 불연속성을 막거나 주파수 스펙트럼의 왜곡
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연속된 시간영역의 신호를 1024 
frame 단위로 FFT를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
며 shift size는 512 frame으로 설정한다.

 는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의 주파수 간  
거리 값을 나타낸다. 주파수 지점 와 주변 M개 지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며 M은 3으로 설정한다.  는 신호 
값이며 은 window func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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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값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energy는 시간 변화
에 따른 energy변화를 확인 할 수 없지만 short-time 
energy는 신호의 제곱에 window를 곱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energy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

∞

          (2)

3. 실험 및 결과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축사로부터 비디오/오디오 센서
를 설치하여 축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오디오 데이터
는 stereo sound로 44,000 Hz의 sampling frequency를 가
지고 있으며 각 sample들은 16 bit이다. 발정기 탐지에 
사용한 데이터는 mono sound로 44,000 Hz, 16 bit이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소 소리이외에도 쇠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 같은 잡음이 섞여있다.

  소리 발생 시 주파수 간의 거리가 가장 큰 대역을 구
하기 위해 sine-distance calculation으로 전체 주파수 대
역 의 약 14%인 1 ~ 3,014 Hz 대역을 찾았다. 발정기 소
리의 경우 430 Hz, 818 Hz, 1,335 Hz 주파수 대역이 다른 
소리에 비해 amplitude값이 120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임계값을 설정하여 발정기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소
음과 소 소리를 구별하기 위한 short-time energy 임계값
은 1,580,000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묵음과 소리 발생 시의 magnitude frequency 
spectrum

  성능 평가를 위해 소 소리가 녹음된 오디오 데이터를 
선별하여 실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였다. 발정기 탐지
에 사용된 데이터는 발정기 데이터 150개, 비발정기 데
이터 167개를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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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hu 등[9]의 방법

(B) Jančovič 등[4]의 방법

(C) 제안한 방법

zero-crossing rate와 energy를 사용한 방법[9], Jančovič 
등[4]이 제안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실
험 비교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추출된 오디오 데이
터의 waveform은 그림 3에 정리하였다. 

Bachu 
등[9]의 
방법

Jančovič 
등[4]의 
방법

제안한 방법

total detect 
sound

142 407 145

cow sound 70 34 34

other sound 72 373 111

oestrus 
detection

N/A N/A 95.5%

표 1. 실험 결과 성능 비교표

그림 3. 각 방법에 의해 추출된 소리의 waveform

  표 1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소
음이 제거 되지 않은 실제 축사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로써, 소음환경에 약한 zero-crossing rate와 energy를 사
용한 방법의 경우는 소리 구간 데이터를 여러 번 나누어 
추출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반면 Jančovič 등[4]이 제안
한 방법은 소음, 쇠 부딪히는 소리와 같이 소에 의해 발

생되지 않은 소리와 소리구간이 짧아 확인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에서 많은 오탐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음이 있는 실제 축사 내에서의 소의 
소리를 검출하여 발정기를 탐지하는 새로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소음과 소리 분
별 능력이 강인하고 빠르고 가벼운 실시간 시스템을 위
한 알고리즘이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축사로부터 추
출된 실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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