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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돼지들이 근접해 있을 경우 돼지들을 개별적으

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접한 돼지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 정보를 이

용하여 근접한 돼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돈사 내 돼지의 행동 영상 중에서 움

직이는 돼지들이 근접한 경우, 먼저 돼지들의 경계가 구분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현재 프레임에 투영

한다.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투영된 현재 프레임에서 아직 영역 구분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영역 

확장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때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근접한 돼지를 개별적으로 분리한다. 실험결과, 제

안 방법을 이용하여 근접한 돼지를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I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IT 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한편, 밀집 사육을 하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융합 기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함에도 양돈 

농가의 영세성으로 이와 같은 IT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활발히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또한, 좁은 공간에 

다수의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주인이 볼 수 

없는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돈사 내 이상 상황을 감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1-7]. 특히,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5-7].  

그러나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돼지에 대한 탐지 

또는 추적을 하는 경우, 컬러가 유사한 두 마리 이상의 

돼지가 서로 근접하게 되면 하나의 돼지로 탐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돼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5,6]. 따라서 

24시간동안 자동으로 돼지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 

이상의 근접 돼지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역 확장 기법 적용시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근접한 돼지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개별 돼지로 레이블링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현재 

프레임에 투영하고, 이전 프레임 정보가 투영된 현재 

프레임에서 아직 영역 구분이 되지 않은 부분(불확정 영역)에 

대하여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 기법을 적용한다. 

실험 결과,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근접 돼지들이 각각의 

개별 돼지로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경사 정보와 영역 확장 기법을 

이용하여 근접 돼지들을 분리하는 제안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돈사 내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차영상 

방법(Frame Difference)을 이용하는 것이다[5,6]. 차영상 

방법은 이전 프레임(또는 배경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픽셀 변화를 계산하고 움직임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움직임이 

탐지되면, 탐지된 공간을 이동하는 돼지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움직임을 추적한다. 그러나 추적중인 

돼지가 다른 돼지에 근접하면 두 마리의 돼지들이 하나의 

돼지로 탐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두 마리의 돼지로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돈사 내 개별적인 돼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근접 돼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확장(Region Growing) 기법[8] 적용시 경사 정보(Gradient 

Information)를 이용한다. 즉, 개별 돼지로 레이블링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현재 프레임에 투영하고,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투영된 현재 프레임에서 아직 영역 구분이 되지 않은 

부분(불확정 영역)에 대하여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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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진화 영상 

개별 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획득한 영상에서 조명에 의해 생기는 돼지의 

그림자 또는 배경의 잡영과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Hue Saturation Value(HSV)의 값을 조절하고, 이 결과 영상을 

사용하여 이진화한다. 즉, 그림 1은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배경과 분리된 돼지 객체를 보여준다. 또한, background 

subtraction을 수행하여 확인된 움직임이 있는 돼지들의 

영역이 개별 돼지 영역의 크기보다 큰 경우(즉, 돼지들이 

근접한 경우) 해당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근접 돼지 

구분 알고리즘을 적용한다[7].  

 

 
(그림 1) 이진화된 전처리 영상 

 

3.2 이전 프레임 정보를 이용한 영역 구분 

본 논문에서는 근접 돼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 프레임 정보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영역 구분을 

수행한다. 먼저, 돼지들이 근접하지 않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컬러 정보와 background subtraction을 이용하여 정확히 

움직이는 돼지 영역을 구분(그림 2 (a) 참조)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림 2 (b)와 같이 근접 돼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의 영역 구분 정보를 현재 

프레임에 투영하여 그림 2 (c)와 같이 현재 프레임을 변환한다. 

변환된 현재 프레임에서 아직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정 

영역”(그림 2 (c)의 흰색으로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영역 확장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영역을 구분한다. 

  

                       

(a) 레이블링된     (b) 입력된 현재   (c) 투영된 현재  

   이전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그림 2) 이전 프레임 정보를 이용한 현재 프레임 변환 과정 

 

3.3 경사 정보를 이용한 영역 확장  

현재 프레임내의 불확정 영역은 최초의 현재 프레임(그림 2 

(c)의 흰색으로 표현된 영역)과 비교하여 작은 부분이고, 현재 

레이블링된 픽셀(seed)로부터 영역 확장을 적용하여 근접 

돼지를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정 영역내의 픽셀들을 

어떠한 순서로 영역 확장하는지에 따라 경계 구분의 정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정 영역의 경사 정보(Gradient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돼지간 경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확장하고 경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확장하는 

방법으로 확장 순서를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불확정 영역에 서서히 경계가 나타나고 그림 3 

(d)과 같이 근접한 두 마리의 돼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분된 현재 프레임의 결과는 다음 

프레임의 근접 돼지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연속되는 프레임에서의 근접 돼지 구분이 가능하다. 

 

                

(a) 투영된 현재 프레임   (b) 경사도를 나타낸 프레임 

              

(c) 투영된 프레임과 경사도   (d) 영역 확장 프레임 

    프레임을 합성한 프레임 

(그림 3) 경사 정보를 이용한 영역 확장 과정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1 은 근접한 돼지의 분리 방법을 

의사 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Lprev는 레이블링된 이전 프레임, 

Icur는 입력된 현재 프레임이다. 또한, Pcur는 Icur에 Lprev를 

투영(project)한 프레임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불확정 영역을 

영역 확장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레이블링된 현재 프레임 

Lcur를 생성한다.  

 

알고리즘 1: 근접 돼지 분리 방법 

Input 

 Lprev : Labeled previous frame  

 Icur : Input current frame 

Output 

 Lcur : Labeled current frame  

Algorithm 

Step1: Create gradient image, Igrad 

Step2: Project Lprev into Icur to make Pcur 

Step3: Combine Pcur with Igrad 

Step4: Modify Pcur to make Lcur 

for  y ←1  to  y < height -1  do 

     for  x ←1  to  x < width -1  do 

      for  k ← -1  to  k <=1  do 

       for  l ← -1  to  l <=1  do 

        if  Pcur(x, y) is empty space  then 

         if  Pcur(x+l, y+k) is Labeling Data  then 

          Pcur(x, y) ← Pcur(x+l, y+k) 

  Step5: Copy modified image Pcur into L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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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영상을 촬영할 돈사의 중앙 위치를 기준으로 약 4.8m 

높이의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돈사에서 활동하는 돼지들을 녹화한 640 × 480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4는 연속적인 프레임 

입력에 대해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프레임들은 총 9장으로, 프레임 1번은 돼지들이 근접하기 

직전의 프레임이고, 프레임 9번까지 연속적인 근접 돼지 

영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레이블링 처리된 프레임 2번(Lcur)은, 돼지가 

근접하기 직전의 레이블링 처리된 프레임1번(Lprev)을 입력된 

현재 프레임(Icur)에 투영하고(Pcur)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함으로써 근접 돼지를 분리한 결과이다. 따라서 제안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프레임에서 근접 돼지를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돼지의 근접 부분이 넓어 

침식(erosion)/팽창(dilation) 등의 모폴로지 기법이나 

워터쉐드(watershed) 기법[8]을 적용하여도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히 근접 돼지를 분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워터쉐드 기반의 객체 분리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리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객체가 분리될 

때의 정확도를 수치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확도 

측정을 하기 위해 각각의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매 프레임의 

근접 돼지에 해당하는 전체 객체 픽셀 개수와 개별 돼지로 

정확히 분리된 객체 픽셀 개수를 파악한다. 매 프레임 파악된 

각각의 픽셀 개수를 전체 프레임 구간에 대하여 누적 후, 

개별 객체로 정확히 분리된 총 픽셀의 개수를 근접 돼지 

전체에 해당하는 총 픽셀의 개수로 나눔으로써 분리 

정확도(%)를 계산한다. 기존의 워터쉐드 기법을 이용하여 

근접 돼지를 분리할 경우 분리 정확도가 약 62.8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경우 약 99.06%로, 

워터쉐드 방법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객체 분리 

정확도가 수치적으로도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입력 영상과 결과 영상 

 

5. 결  론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연구는 효율적인 돈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처리 과정에서 

움직이는 돼지가 근접할 경우 돼지들이 하나로 탐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별 돼지를 추적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 정보와 영역 확장 기법을 사용하여 근접 

돼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개별 돼지로 레이블링된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현재 프레임에 투영한 후, 남은 불확정 

영역에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근접 돼지의 경계가 정확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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