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서 발병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Formant)는 사육 
농가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축/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AI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상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인력만으
로 이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축산업
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 
해당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축들을 모니터링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비
교적 단순한 형태의 가축 점검 시스템[1]에서부터, 가축
의 움직임 또는 소리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축의 
발정기 및 질병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거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가축
의 정보 및 생산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2-5]. 이러한 연구
들 중 본 논문에서는 소리정보를 이용하여 계사에서의 
비정상 상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비정상 상황에 처한 닭의 반응을 연구한 Elrom[6]에 

  본 연구는 BK (Brain Korea) 21 Plus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따르면, 닭은 낯선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
며,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달걀 생산성, 난각질, 성장과 
음식섭취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산란계가 스
트레스 상황(비정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생산성이 감소
되고, 따라서 생산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7]. 최근 닭의 비정상상황과 소리와의 관계를 연구한 
구티어레즈윈슨[7]은 닭의 울음소리에서 추출한 특징들
(Formant, Pitch, Intensity)과 스트레스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피검사 또는 닭
의 생산성 감소 등과 같이 이미 닭이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고 닭의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서, 닭의 소리정보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연구이다. 또한, 
소리정보는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비접촉식 방법
으로 저가의 소리 센서만을 사용하여도 그 취득이 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의 농장에서도 저비용으로 구축
이 가능한 비정상 소리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단일 클래스  SVM(Support Vector Machine)
의 대표적인 모델인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를 기반으로 한 구조로써, 정상소리(닭의 평
소 울음소리)만으로 학습된 SVDD를 통하여 비정상 소
리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알람 경고함으로써, 관리
자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돕는다. SVDD의 특성상 새
로운 비정상 소리 클래스의 추가가 요구되더라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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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산란계가 비정상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산란계의 울음소리를 
기반으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25℃ 온도 환경의 안정적인 계사 환경에서 산란계의 
정상상황 울음소리와 비정상 상황 울음소리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한 산란계의 울음소리에서 다양한 소리 
특징을 추출한 후, T-test와 CFS(Correlation Feature Selection)를 이용하여 중요한 소리특징들을 선택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소리 특징들로 구성된 특징벡터를 단일 클래스 분류기로 널리 알려진 SVDD에 
적용하여 산란계가 비정상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한다. 실제 계사에서 취득
한 소리 정보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기반 계사 보안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
로 검증한다. 

2014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소리의 범주 외에는 모두 비정상 소리로 탐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점증적 갱신 및 확장을 보장한다. 실제 계사에
서 취득한 소리 정보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기반 계사 보안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
로 검증한다.   

2. 소리정보 기반의 계사 비정상 상황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기반의 계사 비정상 상황 
탐지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2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실제 계사에 설치한 센서에서 울
음소리를 취득한 후 비정상 상황 탐지를 위한 최적의 특
징벡터를 생성하는 모듈과 비정상 탐지 모듈로 구성된
다.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특징 추출 모듈에
서는 비정상 소리 탐지를 위한 중요한 소리 특징들을 선
택하기 위하여, T-test와 CFS(Correlation Feature 
Selection)를 이용하여 특징들을 선택하고 이를 소리 특
징 벡터로 생성한다. 2) 비정상 상황 탐지 모듈에서는 
미리 정상 소리 데이터로 훈련을 마친 SVDD를 기반으
로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소리 신호의 비정상 소리 여부
를 판단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소리 신호가 정
상 소리의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신속
하게 통보함으로써, 관리자의 위기 대처 능력을 돕는다.

그림 1. 소리 기반 계사 비정상 상황 탐지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2.1 SVDD를 이용한 비정상 소리 탐지
 SVDD 기반의 소리 탐지 모듈에서는 소리 센서로 부터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소리 신호가 정상 소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비정상 소리 여부의 판별 
문제는 유입된 소리가 정상 소리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
닌지를 판별하는 이진 클래스 분류(binary class 
classification)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정
상 소리 데이터와 정상 소리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는 정상 소리 데이터만으로 기계학습을 수행한 후, 입력
된 소리의 비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거치는 것
이 보다 실용적이다. 결국 비정상 소리 탐지 문제는 단
순히 소리 데이터의 비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
로, 이진 클래스 분류 문제가 아닌 단일 클래스 분류
(one class classification)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클래스 SVM의 가장 대표적
인 방법론인 SVDD[8-9]를 이용하여 비정상 소리 여부

를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닭의 소리를 이용한 비정상 상황 
탐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45수의 
44주령 하이브라운종 산란계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정
상 소리는 일반 환경(25℃)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비정
상 소리는 25℃ 환경에서 낯선 사람이 계사에 들어온 경
우와 닭장을 두드려 폭력적인 상황을 발생시켰을 때 닭
의 소리를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mp3 소
리 파일로 변환하였다. 실제 닭의 울음소리는 Cool 
Edit(Adiobe, San Jose, C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닭의 
울음소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 모양과 해당 
소리를 듣고 수동으로 소리 부분만 취득하였다. 그 결과 
정상소리 136개와 비정상 소리 268개(낯선 사람 등장 
154 + cage를 두드림 114)의 소리 정보를 취득하였다.
3.1  특징 추출 및 특징 선택
  취득한 닭의 울음소리에서 소리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
여 PRAAT 5.3.52를 사용하여 Time Domain 특징 12개
와 Frequency Domain 특징 43개를 추출하였으며, 각 특
징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Time domain (12개): 

RMS(Root Mean Square), Power, Energy, Absolute 
Extremum, Intensity, Duration, Mean Pitch, 
Minimum Pitch, Maximum Pitch, Shimmer, Jitter, 
HNR(Signal-to-Noise Ratio).

· Frequency domain (43개): 
Formant F1~F4, PSD(Power Spectral Density) 
1~39 (Extracted every 100Hz in 100~4,000Hz).

  특징 추출 모듈에서 먼저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1, F3, F4, 
Intensity, Duration, Minimum Pitch, PSD 49가 유의성
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징 집합에서 이를 제거하였다. 두 
번째로 CFS를 수행하여 총 14개의 특징집합을 생성하였
다: 
· T-test 와 CFS에 의해 선택된 특징(14개): 

Formant F2, RMS, Power, Energy, Absolute 
Extremum, Mean Pitch, Shimmer, Jitter, HNR, 
PSD1, PSD3, PSD7, PSD9, PSD21.

3.2  비정상 상황 탐지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특징 추출 과정만 거친 55개의 특징 데
이터를 이용한 경우와 T-test와 CFS과정을 거쳐 선택
된 특징 14개를 이용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하였
다. SVDD 기반 비정상 상황 탐지를 위한 학습에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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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 약 80%인 108개의 소리 데이터로 SVDD를 
학습하였으며, 테스트를 위해서는 정상 소리 데이터 전
체 136개와 비정상 소리 데이터 전체 268개, 총 404개
를 이용하였다. 비정상 상황 탐지 실험은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정상 상황 탐지 방
법론의 탐지율(precision)은 91.7%, Recall은 100%라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eature 55 Our method 
Feature 14 

Precision Recall Precision Recall

Abnormal 91.0% 99.8% 91.7% 100%

표 1. SVDD(C=0.09)를 이용한 비정상 상황 탐지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리 센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유입되
는 산란계의 울음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계사의 비정상 
상황을 탐지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시스템은 다양한 소리 특징 정보들을 초기 특징 집합
으로 설정한 후, T-test와 CFS를 이용하여 최적의 특징
부분집합을 선택하였다. 비정상 상황 탐지를 위해서는 
단일 클래스 분류기로 널리 알려진 SVDD를 이용하였다. 
실제 계사에서 취득한 소리 정보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기반 계사 보안 시스템의 성
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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