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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출입이 없는 폐쇄된 돈사에서 돼지에 한 자동 감시 시스템에 한 연구는 돼지의 움직임

을 탐지  추 함으로써 돼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돈사 내 감

시 카메라를 통한 돼지의 움직임 탐지  추 은 여러 환경 /구조 인 제약으로 인하여 문제 이 발

생한다. 특히, 돈사 내 사료통 등과 같은 고정 구조물에 의하여 돼지를 정확히 탐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정 구조물에 가려진 돼지 역을 탐지하기 하여 먼  구조물의 역

을 설정 후 제거하고, 돼지의 가려진 역을 가려지지 않은 역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픽셀 보간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구조물에 의하여 가려진 돼지의 역이 히 보간되었고, 실시간으로 

처리(평균 보간 수행 시간은 2~3 msec)됨을 확인하 다.  

1. 서론

   다수의 국내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들을 폐쇄되고 

집한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돼지들에게 

쉽게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돼지에게 스트 스 

발생, 면역력 하를 유발시켜 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하

다. 이에 따라 양돈 농가의 경제  손실을 이기 하여 

개별 돼지들에 한 세 한 리와 빠른 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농가의 실은 리가 1명당 2,000두 이상의 

돼지들을 리해야하는 실정이므로 모든 개별 돼지에 

한 직 이고 세 한 리는 불가능하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탑뷰(top-view)로 설치

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

을 자동으로 리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그러나 양돈 농가의 돈방 구조에 따라 돼지를 가릴 수 있

는 구조물 역이 발생하며, 이러한 구조물 역에 돼지가 

치한다면 정확한 탐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돼지의 정

확한 탐지를 하여 사료통 등 고정 구조물에 의해 가려

진 돼지 역을 보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려지지 않은 돼지 역의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구조물에 가려진 돼지의 역을 보정하는 

픽셀 보간 방법을 제안한다. 즉, 구조물로부터 가려진 돼

지의 역에 하여 가림 치를 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변 역에 한 픽셀 값의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돼지 

역을 보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돈사 내 구

조물에 가려진 돼지 역에 하여 돼지 픽셀 보간 기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보간 기법을 이용

하여 구조물에 가려진 돼지 역의 보간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방법

   본 논문의 제안 방법에 이용되는 상은 돈방의 천장

에 최근 발매된 Intel RealSense D435 카메라를 설치하여 

획득된다. 여기서, 햇빛, 조명, 그림자 등 여러 외부 방해 

요소에 강인한 외선 상을 이용한다. 카메라로부터 획

득된 외선 상 내에서 돼지와 계없는 역을 제거하

기 하여 심 역(ROI)을 설정한다. 그림 1은 외선 

상에서 하나의 돈방만을 포함하는 ROI 상을 보여

다. 이후 ROI 상에서 구조물에 의하여 가려진 돼지 

역에 하여 픽셀 보간 방법을 수행한다.

(그림 1) 외선 상에서의 ROI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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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돈사 내 구조물 역 설정

   구조물에 가려진 돼지를 보간하기 하여 구조물에 돼

지가 얼마나 가려졌는지 단할 기 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방 내에서 돼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역

이 설정되어야 한다. 먼 , 외선 상에서 구조물의 모

양을 참고하여 구조물의 템 릿 상을 생성한다. 이후 생

성된 구조물 템 릿 상을 원본 외선 상에서의 구조

물 역과 차 상 기법을 수행하여 돈방 내 구조물을 제

거한다. 마지막으로 제거된 구조물 역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ROI를 수동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설정된 구조

물의 ROI는 돈방 내에서 고정되어 있는 치이기 때문에 

해당 역에서 지속 으로 돼지의 가려짐 여부를 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려진 돼지 역에 한 보간 방법

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는 구조물 템 릿과 차 상 기

법을 용하여 설정된 구조물 ROI를 보여 다.

         

(a) 왼쪽에 치한 구조물    (b) 오른쪽에 치한 구조물

(c) 구조물 템 릿과의 차 상 기법 용  ROI 설정

(그림 2) 구조물 ROI 설정

2.2 탐지된 돼지의 가림 역 보간

   2.1 에서 차 상 기법을 수행하여 설정된 구조물 ROI

에 하여 배경 혹은 돼지가 가려지는 등의 두 가지 경우

를 고려하여 보간한다. 먼 , 구조물에 돼지가 가려지는 

여부를 단하기 하여 구조물 ROI 내에 격한 픽셀 변

화 발생을 기 으로 배경 혹은 가려진 돼지를 보간한다. 

구조물 ROI 내의 격한 픽셀 변화의 발생을 악하기 

하여 해당 ROI에서만 Canny edge detector[6]를 수행한

다. 즉, 구조물 ROI 내에서 외곽선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를 배경으로 단하여 해당 ROI를 배경으로 보간하고, 그

지 않으면 가려진 돼지로 단하고 가림 역을 보간한

다. 구조물 ROI 내에 외곽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구조

물 ROI 내에 미리 설정된 배경 픽셀 값으로 보간한다. 여

기서 미리 정의된 배경 픽셀 값은 돈방에서 돼지가 치

하지 않은 치의 바닥 픽셀 값을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

다. 그림 3은 돼지가 구조물에 가려지지 않음으로 단하

여 배경 픽셀 값으로 보간한 상을 보여 다. 

(그림 3) 구조물에 한 배경 픽셀 보간

   반 로, 구조물 ROI 내에 외곽선이 검출되면 격한 

픽셀 변화가 발생하 다고 단함으로써 구조물에 가려진 

돼지의 역을 보간한다. 그림 4는 돼지가 구조물에 가려

졌을 때 돼지의 가림 역의 주변 픽셀들로 보간하는 방

법을 보여 다. 

     

  (a) 배경 픽셀 값 보간        (b) 가림 역의 외곽선

                                  검출

     

  (c) 보간할 역 탐지        (d) 가림 역 보간 결과

(그림 4) 구조물에 의하여 가려진 돼지 역의 보간

   먼 , 그림 4(a)와 같이 구조물 ROI 내에 가려진 돼지

가 없다고 가정하고 배경 픽셀 값으로 보간한다. 이후 

Canny edge detector를 통하여 그림 4(b)와 같이 돼지의 

외곽선이 검출되면, 검출된 좌표의 양 끝 을 연결한다. 

구조물 ROI 내에 양 끝 을 연결함으로써 분리된 두 개의 

역 에서 그림 4(c)와 같이 돼지에 가까운 역을 보간

할 역으로 단한다. 마지막으로, 보간할 역에서 각 

픽셀을 심으로 8개의 주변 픽셀과 함께 평균 연산을 수

행하여 그림 4(d)와 같이 가림 역을 보간한다. 여기서, 

주변 8개의 픽셀  배경 픽셀 값에 해당하는 픽셀은 평

균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오직 돼지에 해당하는 픽셀만을 

이용하여 평균 연산을 수행한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충북 학교의 실험 양돈장에서 바닥으

로부터 3.2m 높이의 천장에 Intel RealSense D435 카메라

를 설치하여 약 10분 분량의 외선 상을 획득하 다. 

본 실험에서의 외선 상은 총 9마리의 돼지

(Duroc×Landrace×Yorkshire)를 포함하고, 상 데이터의 

속성은 1280 × 720의 해상도를 가지며 30 FPS(frames 

per second)의 임 속도를 가진다. 본 논문의 제안 방

법은 Intel Core i5-4460, 8GB RAM, Visual Studio 2017, 

상 처리 라이 러리 OpenCV 3.4의 환경에서 수행되었

다. 

   먼 ,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수행하기 에 하나의 돈

방만을 포함하는 ROI를 설정하 고, 시공간 보간 기법[4]

을 이용하여 상 내 노이즈를 제거하 다. 이후 노이즈가 

제거된 처리 상에서, 구조물 ROI에 근하여 가려진 

돼지의 역에 해 보간될 역의 픽셀 평균 연산을 통

한 가림 역을 보간하 다. 실험 결과, 약 10분 상의 

18,000장의 임  16,115장에서 구조물에 의하여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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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돼지 역이 히 보간되었고, 162장에서의 가려진 

돼지 역은 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나머

지 1,723장의 임은 구조물이 배경 픽셀 값으로 보간된 

상이므로 해당 임들은 제외하 다. 한, 본 논문의 

제안 방법에서 한 장당 보간 수행 시간은 평균 2~3 msec

로 측정되어,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이 실시간으로 처리됨을 

확인하 다. 그림 5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의해 가려진 돼지 역이 보간된 결과를 보여 다.

(a) #4515 임에서의 보간된 결과

(b) #5899 임에서의 보간 오류 결과

(그림 5) 구조물에 의하여 가려진 돼지 역의 보간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돈방 내 정확한 돼지 탐지를 하여 돈

방 내 고정 구조물에 의해 가려지는 돼지에 한 보간 방

법을 제안하 다. 돈방 내의 돼지가 고정된 구조물을 지나

가면서 가려지는 역에 하여 주변 픽셀의 평균 연산을 

통한 보간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돼지의 가림 역을 보간

하 다. 

   실험 결과, 약 10분 분량의 외선 상 총 18,000장에

서 16,115장의 돼지 가림 역이 효과 으로 보간되었고, 

한 장당 평균 수행 시간은 2~3 msec로 실시간 처리를 만

족하 다. 향후 연구로 일부 보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하여 보완한다면, 돈방 내 모든 돼지가 정확히 탐지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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