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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연구

주제들 중,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축사 관리에 연구의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축사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분야들 중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문제는, 발정시기를 적절하게 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기 탐지를 놓치게 되면 한우 개체 수 및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농가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

한 문제[1]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암소의 발정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정기에 동반되는 암소들의 특이 행

동 또는 신체 정보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CTV등을

이용한 영상처리 및 비전 기술[1]과 온도 센서를 이용한 암소

의 체온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2]들이 제안되었다. 반면 비교

적 저가이며, 소에게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적인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지 않는 장점 및 동물의 생체정보를 포함하고 있

음이 밝혀진 소리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4].

Chung 등[3]은 MFCC 특징들 중 발정기 탐지에 효과적인

특징들을 CFS(Correlation-based Feature Selection)방법으로

선택한 후, SVM(Support Vector Machine)에 적용하여 발정

기를 탐지하였다. Lee 등[4]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

영역의 Formant 정보들을 추가로 이용하여 한우 암소의 발정

기를 탐지하였다. Deshmukh 등[5]은 KF Cows와 MU

Buffaloes로부터 ‘normal-isolation’, ‘heat-state’ 그리고

‘delayed-milking state’ 음성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음성을

spectrogram으로 확인한 결과, 음성마다 집중되는 주파수 대

역(concentrated frequency regions)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Deshmukh 등의 연구결과에서 영

감을 얻어 암소 소리의 주파수 영역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430~1,335Hz 영역에서 발정기와 비발정기 주파수의 진

폭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으며, t-test를 통하여 통계

학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소리 센서 환경에서, 발정기 및 비발정기 소리의 주파수 대역

을 분석하여 암소의 발정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소리 센서로 부터 입력되는 소리 시그

널에서 암소의 울음소리 부분만을 취득한다. 둘째, 발정기와

발정기가 아닌 소리의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진

폭(amplitude)에 따른 값을 계산한다. 셋째, 새로 입력되는 울

음소리 주파수의 특정 영역이 미리 설정한 진폭 임계값보다

크면 발정기로 아니면 비발정기로 판단하는 임계값 비교 방

법론을 탐지기로 설계한다. 실제 진주에 위치한 축사에서 녹

취한 한우 암소의 울음소리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주파수 특

성 기반의 암소 발정기 탐지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2. 소리 주파수 기반의 암소 발정기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기반의 암소 발정기를 탐지하

는 시스템은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1) Preprocessor

모듈에서는 축사에 설치된 소리센서를 이용하여 암소의 소리

를 취득하고, 실제 암소의 울음소리 영역만을 선택한다. 2)

Feature Generator 모듈에서는 취득한 울음소리 시그널 부분

을 FFT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의 특징으로 변환한다. 3) A

Cow Estrus Detector 모듈에서는 주파수의 특정 영역의 값을

기준으로 암소의 발정기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에게 알린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을 위한 소리 데이터는 진주에 위치한 한 축사에서

디지털 캠코더(XDR-XR160, SONY, JAPAN)를 이용하여,

소리 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한우의 발정기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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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기 암소 한우 15마리와 발정기가 아닌 32마리의 한우

들로 부터 취득하였다.

비발정기 소리인 음매(moo) 소리는 대체적으로 발정기

(estrus) 소리에 비해 낮은 소리 톤과 신호 진폭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하여, 발정기 소리는 대체

적으로 높은 소리 톤과 신호 진폭의 변화가 매우 크며, 실

제 들었을 때 날카로우며, 거친 그리고 큰 소리를 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정기 소리의 경우 저주파수 대

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스펙트럼 정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a) Moo sound

(b) Estrus sound

(그림 1) 비발정기 및 발정기 암소 소리의 신호 및 스펙트로그램

3.1 발정기와 비발정기 소리 주파수 분석

암소 소리의 주파수 영역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430~1,335Hz 영역에서 발정기와 비발정기 주파수의 진폭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따라서 발정기

와 비발정기의 430~1,335Hz 대역의 진폭 값을 평균을 낸 후

두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특징인지 여부를 통계

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p-value의 값이 0.001미만으로써 두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위의 중

요한 발견 결과를 이용하여, 430~1,335Hz 주파수 대역의 평균

진폭의 값을 발정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림 2) 발정기와 비발정기 소리의 주파수 분석

3.2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 및 탐지 결과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 실험에서는 171개의 발정기 소리

데이터와 119개의 비발정기 소리의 주파수 정보를 추출한 후

430~1,335Hz 대역의 진폭 평균값을 미리 설정한 임계값

(threshold)과 비교하여 발정기 여부를 판단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는 발정기 소리 탐지율(ODR:

Oestrus Detection Rate) 및 FPR(False Positive Rate) 과

FNR(False Negative Rate)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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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식에서 는 발정기 소리 데이터, 는 발정기 소리 데이

터를 정확히 발정기로 분류한 데이터, 은 비발정기 소리 데

이터, 는 비발정기 소리 데이터를 발정기로 분류한 데이터,

는 발정기 소리 데이터를 비발정기로 판단한 데이터를 의미

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파수 기반의 암

소 발정기 탐지 방법론이 98.8%라는 높은 탐지 성능을 보였

으며, FRP과 FNR은 각각 4.2%와 1.2% 라는 안정적인 결과

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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