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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유자돈사에서 발생하는 이유자돈들의 공격적인 행동들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조기 탐지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제안된 시스템은 CCTV에서 실시간으로 취득되는 영상 스트

림 정보로부터 움직임이 있는 객체들만을 탐지하고, 해당 객체들의 ROI를 설정한다. 둘째, ROI의 평균 면적과 평

균 속도와 같은 특징정보들을 계산한다. 셋째, 취득한 특징정보들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행동탐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탐지기를 설계하여 탐지하였다: 1) 객체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각각 미

리 설정한 임계값과 비교하여 공격적인 행동여부를 판단하는 임계값 비교 방법; 2) 공격적인 행동의 판별 문제를

이진 클래스 분류 문제로 해석하여 SVM을 탐지기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방법. 실제 이유자돈사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1. 서 론

현재 구제역과 AI(Avian Influenza)와 같은 심각한 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daktylos 등[1]은 돼지의 기침

소리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Chung 등[2]은 한우 암

소의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암소의 발정기를 조기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동물들의 축사 관리를

위한 연구들 중, 본 연구에서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돈사관리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돈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유자돈(아기돼

지)들을 위한 관리이다. 이유를 막 끝낸 자돈들만을 모아서

이유자돈사에서 따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방법인데, 이

때 자돈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격적인 서열 경쟁이 발생한다

[3]. 이와 같은 공격적인(비정상) 행동들은 돼지의 건강과 복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양돈 농가에 상당한 경제

적 손실로 이어진다[4]. 따라서 자돈방에서의 이유자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유자돈들의 공격적인 행동들을

효율적으로 조기 탐지 및 관리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유자돈사에서 발생하는 이유자돈들의 공

격적인 행동들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조기 탐지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제안된 시스

템은 CCTV에서 실시간으로 취득되는 영상 스트림 정보로부

터 움직임이 있는 객체들만을 탐지하고, 해당 객체들을

Region Of Interest(ROI)로 설정한다. 둘째, 설정된 객체 ROI

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와 같은 특징정보들을 계산한다. 셋

째, 취득한 특징정보들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행동탐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적인 객체들의 행동탐지를 위하

여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탐지기를 설계하여 탐지하였다: 1)

객체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각각 미리 설정한 임계값과

비교하여 공격적인 행동여부를 판단하는 임계값 비교 방법;

2) 공격적인 행동의 판별 문제를 이진 클래스 분류 문제로 해

석하여, 이진 클래스 문제의 대표적 모델인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탐지기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방법.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영상 기반의 공격 행동 탐지 시스템은 이유자

돈들에게 직접 입력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정보

들이 취득됨으로써 이유자돈들에게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주

지 않는다. 실제 이유자돈사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본 시

스템의 성능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이유자돈의 공격적인 행동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이유자돈의 공격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유자돈사에서 움직이는 두 객체가

서로 5초 동안 접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head to

knocking’, ‘parallel pressing’, ‘chasing’ 등과 같은 행위를 공

격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5].

2.1. 공격적인 행동 탐지를 위한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이유자돈의 공격적인 행동을 탐지하기 위하

여 영상에서 움직임이 있는 객체들만을 프레임 차(frame

difference)를 이용하여 탐지한 후, 탐지된 객체를 하나의 ROI

로 표현한다. 이어 객체 트래킹을 위하여, 현재 움직임을 탐

지한 프레임과 움직임이 발생한 다음 프레임에서의 객체를

표현한 ROI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계

산한다. 만약 계산한 거리가 미리 설정한 임계값보다 작으면

동일한 객체로 판단하여 추적한다[6]. 또한 설정된 객체 ROI

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와 같은 특징정보들을 계산한다.

ROI 면적은 공격적인 행동의 경우 두 마리의 움직임이 유사

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객체가 이동하는 경우 그림

1.a에 비해 그 면적이 커지게 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정보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 그림 1.c과 두 객체가 나란

히 이동하는 경우 그림 1.b에서는 ROI 면적만으로 이를 구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특징정보로 ROI의 평균

속도를 같이 이용하고자 한다. 공격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ROI는 정상적인 행동인 ‘normal walking’ 과 ‘together

walking’에 비하여 빠른 움직임이 실험적으로 확인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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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격적인 행동 그림 1.c과 두 객체가 나란히 이동하는 경

우 그림 1.b의 구분도 가능하다. 

(그림 1) 한 객체 이동, 두 객체 이동, 공격 행동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특징정보인 객체의 평균 면적과 평

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면적은 움직인

객체를 탐지하고 해당 객체들의 ROI를 설정할 때 구한다. 그

리고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움직임이 있는 객체에

대해 트래킹을 수행할 때 매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는 객체

의 ROI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며, 유클리디안 거리공식에

의해 두 프레임사이에 객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객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한 후 시간변화량(두 프레임 차의

값)으로 나누면 매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는 객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5초)을 근거로 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탐지하기 위한 특

징 정보를 다음과 같이 최종 계산한다: 움직임이 발생하여

트래킹이 진행될 때 초기 5초 동안의 프레임(120frame =

24frame/s × 5s)에서 ROI의 면적과 속도를 각각 구한 후 평

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구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유자돈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돈사에서 움직임이 있는 객체에 대해 OpenCV library

의 영상 처리 함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실제, 세종특별시

조치원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고 2013년 8월 한 달간의 이유자돈사의 영상 감시

데이터 셋을 취득하였다. 영상 데이터는 초당 24개의 프레임

으로 구성하였고, 정상적인 데이터 60개, 공격적인(비정상) 데

이터 60개, 총 120개 데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공격적인 행동 탐지율(ABDR:

Aggressive Behaviour Detection Rate), FPR(False Positive

Rate: 정상 행동이 비정상 행동으로 오탐지된 비율),

FNR(False Negative Rate: 비정상 행동이 정상 행동으로 오

탐지된 비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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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I는 공격 행동 데이터, T는 공격 행동 데이터를

정확히 공격 행동으로 탐지한 데이터, N은 정상 행동 데이터,

P는 정상 행동 데이터를 공격 행동으로 탐지한 데이터, F는

공격 행동 데이터를 정상으로 판단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3.1 임계값 방법과 SVM을 이용한 탐지 실험 결과

임계값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객체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미리 설정한 두 임계값과 각각 비교하였

다. 만약 취득한 평균 면적 값과 평균 속도 값이 미리 설정한

두 임계값을 모두 초과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탐지율은 90%, FPR은 5%, FNR은 10%이다.

SVM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트래킹을 수행한 후 얻은 객체

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입력벡터로 이용하였고 공격적

인 행동 탐지를 위한 학습 및 탐지 테스트는 Weka 3.7.11에

서 제공하는 SVM인 SMO을 이용하였으며, 테스트 옵션은

10-fold cross validation이다. SVM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

하는 상수(trade-off constant) C값은 0.1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SVM을 이용한 공격적인 행동 탐지 방법론의

탐지율은 93.3%, FPR은 8.3%, FNR은 6.7%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이유자돈의 공격적인 행

동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영상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움직임이 있

는 객체를 탐지한 후 해당 객체를 ROI로 설정하여 트래킹 하

였다. 둘째, 트래킹을 수행하고 있는 객체의 ROI를 기반으로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 정보를 취득하였다. 셋째, 공격적인

행동탐지는 다음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탐지하였다: 1) 객체

의 평균 면적과 평균 속도를 각각 미리 설정한 임계값과 비

교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임계값 비교 방법; 2) 공격

행동의 판별문제를 이진 클래스 대표적 모델인 SVM로 탐지

기를 설계하여 해결하는 기계학습 방법. 실제, 세종특별시 조

치원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센서 기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

한 후, 2013년 8월 한 달간의 이유자돈사 영상 감시 데이터

셋을 취득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임계값을 이용한 방법

과 SVM을 이용한 방법 모두에서 안정적인 탐지성능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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