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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우 암소의 발정시기를 적절하게 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기 탐지를 놓치게 되면 축산 농가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축산 농가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

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축사에서 한우 암소의 발성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발정기의 유무를 탐지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우 암소의 소리 분석을 통해서 잡음에 강건한 소리획득 

알고리즘을 전처리 과정에서 제안하며 임계값에 기반한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기를 제안한다. 실제 축사에

서 녹취한 한우 암소의 발성음 소리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한우 암소 발정기 탐지 시스템의 유효성(경제성과 

정확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Abstract

Failure to detect oestrus in a timely and accurate way can become a limiting factor in achieving efficient 
reproductive performance. Thus, early detection of cow’s oestru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management of 
group-housed livestoc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quire the acoustic features of vocalizations of Korean 
native cow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oestrus and normal vocalizations. Primarily, we introduced a 
noise-free new sound aquisition algorithm in a preprocessing phase and proposed an automatic threshold-based cow’s 
oestrus detection system using sound analysis. Fin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roposed system was tested 
using the real sound data of Korean native cow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is method can be used to 
detect oestrus both economically (even a cheap microphone) and accurately (over 98%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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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축산 농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

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농가의 

이득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최근 IT 기술을 바탕

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 축사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분야들 중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문

제는, 발정시기를 적절하게 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기 탐지를 놓치게 되면 한우 개체 수 및 우유 생

산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축산 농가의 경제성

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5][6]이며 반드시 해

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축사

에서 한우 암소의 발성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

하고 발정기의 유무를 탐지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

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리 획득 프로세스(Sound Acquisition Process)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잡음을 제

외한 실제 소리가 발생한 소리 구간만을 검출하는 

소리 처리 과정이다[7]. 이는 전체 소리 처리 과정 

중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처리 과정으로써 정확한 

소리 구간을 추출하여 전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한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소리 획득 프로세스를 위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인간의 음성 인식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으로써, 
동물의 소리 연구 영역에서도 자체의 연구결과 없

이 인간의 음성을 위한 알고리즘이 그대로 동물의 

소리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개를 위한 

혹은 새를 위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은 발

견되나[8][9],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의 소리를 

위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은 발견되지 않

는다. 동물의 경우, 인간의 성도와 겉모양만 같을 

뿐 내부 조직이나 기능이 달라 발성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10]. 결과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대상에 특화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반면, 소의 발성음과 관련한 연구들 중, Deshmukh 

등[11]은 KF Cows와 MU Buffaloes로부터 ‘normal- 
isolation’, ‘heat-state’ 그리고 ‘delayed-milking state’ 

발성음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발성음을 스펙트로그

램(Spectrogram)으로 확인한 결과, 각 발성음 마다 

집중되는 주파수 대역(Concentrated Frequency Regions)
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생아의 울음

소리를 분석한 연구[12]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

리 강도(dB)를 임계값으로 이용하여 배고플 때의 

울음 소리와 통증이 있을 경우의 울음 소리의 구분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소

의 울음 소리에 대한 연구결과[11][12]에서 영감을 

얻어 한우 암소 발성음의 주파수 영역을 실험적으

로 분석한 결과, 430∼1,335Hz 영역에서 발정기와 

비발정기 주파수의 진폭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

하였으며, t-test를 통하여 해당 대역폭의 진폭 임계

값을 기반으로 두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통계학적

인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소리 센서 환경에서, 한우 암소의 발정기 및 

비발정기 발성음의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여 한우 

암소의 발정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된 시스템은 먼저, 소리 센서로 부터 입력되는 소리 

시그널에서 제안하는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한우 암소의 발성음 부분만을 취득한

다. 둘째, 발정기와 발정기가 아닌 소리의 특정 주

파수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진폭에 따른 값을 계산

한다. 셋째, 새로 입력되는 발성음 주파수의 특정 

영역이 미리 설정한 진폭 임계값 보다 크면 발정기

로 아니면 비발정기로 판단하는 임계값 비교 방법

론을 탐지기로 설계한다. 실제 진주와 세종시에 위

치한 축사에서 녹취한 한우 암소의 발성음 소리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발성음을 이용한 한우 암소 발

정기 탐지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리 

획득 프로세스와 암소의 발정기 탐지와 관련된 문

헌고찰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 시스템에 대

해 상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성능 

분석을,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

제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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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소리 획득 프로세스를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임

계값에 기초한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에 기반을 둔 

패턴인식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임계값에 기초한 

알고리즘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지

만 소음에 강인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

계학습에 기반을 둔 패턴인식 기법은 소리 발생 구

간의 특징 벡터와 소리가 아닌 구간의 특징 벡터를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기계학습 기법

으로 학습하여 사용하는 패턴인식 기법을 말한다

[13]. 본 연구에서는 임계값에 기초한 소리 획득 프

로세스 방법을 따른다.
최근 Jančovič과 Köküer[9]는 새 울음소리의 특징

을 고려한 소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소개하

였다.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진폭을 임계값과 비

교하여 소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새 

울음소리의 특징을 고려한 음색(Tonal) 기반의 파라

미타와 인간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한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와의 인식 성능

을 비교함으로써, 새 울음소리의 특징을 고려하는 

방법이 인간에 맞춰진 알고리즘의 강제적인 적용보

다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결국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특화된 소

리 획득 프로세스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nčovič과 Köküer[9]가 제안한 새를 위한 소리 획득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축사의 소음에 강건한 한우 

암소의 발성음을 획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암소의 발정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정기에 동반되

는 암소들의 특이 행동 또는 신체 정보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CTV등을 이용한 영상처리 및 

비전 기술[1]과 온도 센서를 이용한 암소의 체온 변

화를 탐지하는 기술들[2]이 제안되었다. 반면 비교

적 저가이며, 소에게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지 않는 장점 및 동물의 생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진 소리 정보를 이용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16]. Jahns[14]는 

MFCC와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소의 발성음으로 부터 발정기를 포함한 소의 7가지 

감정을 분류하고자 했으며, Chung 등[15]은 MFCC 
특징들 중 발정기 탐지에 효과적인 특징들을 CFS 
(Correlation-based Feature Selection)방법으로 선택한 

후, SVM에 적용하여 발정기를 탐지하였다. Lee 등
[16]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 영역의 

Formant 정보들을 추가로 이용하여 한우 암소의 발

정기를 탐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암소의 소

리 분석을 통해서 임계값에 기반한 발정기 탐지기

를 설계한다.     

Ⅲ. 한우 암소의 발성음 획득 및 발정기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우 암소의 발성음 획득 

및 발정기 탐지 시스템은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

되며,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1) 전처리(Preprocessor) 모듈은 소리 획득 프로세스

에 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소리 시그널을 

소리 주파수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1. 실시간 한우 발정기 탐지 시스템 구조템 구조
Fig. 1. Overall structure of the real-time Korean native

cow’s oestrus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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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 획득 모듈에서는 전달된 소리 주파수 정보

에서 취득한 주파수 특성 및 주파수에서 얻어진 

Short-Time Energy(STE)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
제 입력되는 소리 시그널에서 소 소리가 발생한 

부분을 취득한다. 이때, 잡음 발생 및 철에 부딪

치는 소리 등은 제거된다. 
3) 발정기 탐지(Oestrus Detector) 모듈에서는 주파수

의 특정 영역의 값을 기준으로 한우 암소의 발

정기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린다. 

3.1 전처리 모듈

전처리 모듈은 축사에 설치된 소리센서를 이용하

여 입력된 소리 시그널을 소리 주파수 정보로 변환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간 영역의 소리 시그널을 

프레임별로 나눈 후 Hamming window를 위한 오픈

소스인 FFTw[17]을 이용하여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을 구한다. Hamming window는 프레임 경계

로 갈수록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함수로써 신호 

복원 시 프레임 양 끝에서의 불연속성을 막거나 주

파수 스펙트럼의 왜곡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연속

된 시간영역의 신호를 1024 프레임 단위로 FFT를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며, shift size는 

512 프레임으로 설정한다. 

3.2 소리 획득 모듈

소리 획득 모듈은 소리의 주파수 정보에서 실제 

암소의 소리가 발생한 영역을 자동으로 탐지한 후, 
해당 소리 영역만을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모듈은 먼저, sine-distance를 이용하여 소리와 

소리가 아닌 시그널을 구분할 수 있는 특정 주파수 

영역을 찾은 후 진폭 임계값 1(Amplitude Threshold 
1)을 설정한다. 설정한 임계값을 만족하면 소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후 해당 소리 시그널 영역의 

STE를 구한다. 이때, 실험을 통해 얻어진 STE 임계

값(STE Threshold)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리는 

잡음으로 판단한다. 우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

리 중 하나인 소가 철창으로 된 우리에 부딪치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 다른 특정 대역폭의 진

폭 임계값을 확인한 후 진폭 임계값 2(Amplitude 
Threshold 2)를 설정한다. 해당 임계값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가 철창에 부딪치는 쇳 소리(Metal Sound)
로 판단하고, 임계값을 만족하면 실제 소가 나는 소

리 영역으로 최종 판단한다. sine-distance인 는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하고[9], STE()는 식 (2)
를 이용하여 얻는다.

                         (1)









 








 







식 (1)에서 는 magnitude frequency spectrum
의 주파수 간 거리 값을 나타내며, 는 

magnitude frequency spectrum의 번째 주파수이고, 
M은 번째 주파수로부터 거리를 구할 주변 주파수 

개수이다. 본 실험에서는 3으로 설정하였다. 

는 번째의 프레임 윈도우(Frame Window)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밍 윈도우를 이용하였다.
시그널의 STE()를 구하기 위한 식 (2)에서, 

은 번째 신호(signal)를 나타내고, 은 윈도

우(Window) 크기를 나타낸다.   은 

번째의 프레임 윈도우를 나타낸다.

  
 ∞

∞

                (2)

3.3 발정기 탐지 모듈

발정기 탐지 모듈은 소리 획득 모듈에서 취득한 

소리의 주파수 대역에서, 발정기 소리와 비발정기 

소리를 구분하기 위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찾는다.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발정기와 비발정기의 진폭값을 

분석하여 발정기탐지를 위한 임계값(ODT: Oestrus 
Detection Threshold)을 설정한다. 소의 소리로 판단

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소리의 특정 주파수 

값과 ODT를 비교하여 발정기 또는 비발정기를 판

단한다. 이때, 발정기인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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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2012년 경상

남도 진주와 2013년 세종시의 한우 축산 농가에서 

수집하였다. 진주에 위치한 축사에서는 디지털 캠코

더(XDR-XR160, SONY, JAPAN)를 이용하여, 발정기 

암소 한우 15마리와 발정기가 아닌 32마리의 한우

들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세종시에서는 

HD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18마리의 한우 암소

에서 소리 데이터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컴퓨터는 Intel Core i5 2.9GHz, 램은 4GB이다. 

(a) Moo sound

(b) Oestrus sound

그림 2. 한우의 일반적인 음매 소리와 발정기 소리의
파형 및 스펙트로그램

Fig. 2. Waveform and spectrogram of normal(moo) and
oestrus sound of a Korean native cow

Data 1 Data 2 Data 3 Data 4 Data 5 Data 6
오디오
길이 53:12 53:23 1:12 53:19 53:19 53:11

소 소리
개수

99 4 4 12 28 8

표 1. 실제 축사에서 수집한 소리 데이터 세트
Table 1. The data set for real-time vocalization extraction

비발정기 소리인 음매(Moo) 소리는 대체적으로 

발정기(Oestrus) 소리에 비해 낮은 소리 톤과 신호 

진폭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하여, 
발정기 소리는 대체적으로 높은 소리 톤과 신호 진

폭의 변화가 매우 크며, 실제 들었을 때 날카로우

며, 거친 그리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발정기 소리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상

대적으로 강한 스펙트럼 정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진주 및 세종시에서 수집한 오디오 데이터는 stereo 

sound로 44,000Hz의 sampling frequency를 가지고 있

으며 각 샘플들은 16bit이다. 실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mono sound로 변환하였으며, 44,000Hz, 
16bit이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소 소리 이외

에도 쇠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와 같은 각종 

잡음들이 섞여있다. 소리 취득 실험에 사용한 소리 

데이터 셋은 총 6개이고, 해당 오디오의 길이(분:초) 
및 해당 오디오 시그널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소가 

나는 소리의 개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소 소리 획득 프로세스 실험 결과

소리 발생 시 주파수 간의 거리가 가장 큰 대역

을 구하기 위해 sine-distance를 이용하여, 전체 주파

수 대역의 약 23%인 1∼3,014Hz 대역을 찾았다. 이
때 사용한 FFT size는 1024이며, shift size는 512로 

설정하였다.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과 소리가 나는 

경우를 구별하기 위한 Amplitude Threshold 1은 80
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 참조). 발성음이라고 판단

된 오디오 영역에서, 잡음으로 인한 소리를 제거하

기 위하여 STE 임계값을 1,580,000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 소리 및 묵음 주파수 비교 그래프
Fig. 3. Sound and non-sound frequency comparis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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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잡음(metal), 비발정기 및 발정기 소리의 주파수
비교 그래프

Fig. 4. Comparison graph of metal sound, oestrus, and
normal vocalization

실제 소리로 판단된 경우에도 우사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잡음 소리 등(철창에 부딪치는 소리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리를 필터링 하

기 위하여 실제 소가 내는 소리(발정기, 비발정기 

소리)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를 구

분하였다. 이때 두 소리를 구분하기 위한 특정 소리 

주파수 대역은 3,000∼4,171Hz와 6,515∼6,843Hz 이
며(그림 4 참조), Amplitude Threshold 2는 72, FFT 
size는 128, shift size는 64로 설정하였다.

소리 획득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비교를 위하여 

소리 획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zero-crossing rate와 energy를 사용한 방법[18], 새 소

리 획득 알고리즘인Jančovič과 Köküer[9]의 방법 그

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비교 결과

를 표 2에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추출된 오디오 데이터 waveform의 예제를 그림 

5∼그림 7에 정리하였다. 

Bachu et al.
[18]

Jančovič and
Köküer[9]

Proposal
method

Total sound
acquisition

7,203 16,446 8,752

Acquisition of
cow vocalization

2/155
(1.2%)

89/155
(57.4%)

155/155
(100%)

Noise Filtering
0/7,203
(0%)

0/16,446
(0%)

4,109/8,752
(46.9%)

표 2. 실제 축사에서 수집한 소리 데이터 세트
Table 2. The data set for real-time vocalization extraction

그림 5. 제안한 소리 취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취득한
소리 예제

Fig. 5. An example waveform of our proposed method

그림 6. Bachu 등이 제안한 소리 취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취득한 소리 예제

Fig. 6. An example waveform of Bachu et al.’s method

그림 7. Jančovič and Köküer가 제안한 소리 취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취득한 소리 예제

Fig. 7. An example waveform of Jančovič and Köküer’s
method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8,752개의 소리를 취

득하였다. 이중 필터링을 통해 4,109개의 잡음과 철

창 소리 등이 제거되었으며, 실제 소가 내는 소리 

155개 모두를 취득하였다. 반면, Bachu 등[18]과 

Jančovič과 Köküer[9]의 방법은 우사에서 발생하는 

잡음 등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으며, 실제 소의 소

리를 취득한 비율이 각각 1.2 %와 57.4 %에 그쳤다

(표 2 참조).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소의 소

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획득한 결과를 

waveform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은 

Bachu 등[18]의 방법으로 하나의 소 소리가 여러 번 

나뉘어져 획득되는 waveform의 예제를 보여주고(실
제 소의 소리 영역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

역: 그림 7 참조), 그림 7은 Jančovič과 Köküer[9]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 소리를 취득했을 때, 소 소리가 

발생한 영역뿐만 아닌 그 이전의 소리 영역들도 같

이 획득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waveform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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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우 암소의 발정기 탐지 실험 결과

먼저, 발성음기반의 한우 암소의 발정기를 탐지

하기 위한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각 40개의 발정기 소리 데이터와 비발정기 소리 데

이터를 이용하여 진폭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역폭

을 찾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우 

암소 소리의 주파수 영역 430~1,335Hz에서 발정기

와 비발정기 주파수의 진폭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그림 8참조). 해당 430~ 
1,335Hz 대역에서 추출한 진폭의 평균값이 발정기

와 비발정기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특징인지 여부를 통계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p-value의 값

이 0.001미만으로써 두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유

의미한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430~1,335Hz 
주파수 대역의 평균 진폭의 값을 발정기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설정한 기준이 실제, 발성음기반의 한우 암

소의 발정기를 탐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71개의 발정기 소리 데이터와 119개의 비

발정기 소리를 사용하여 발정기 소리와 비발정기 

소리를 분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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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정리하였다. 

그림 8. 발정기 및 일반적인 소 소리의 주파수 분석 결과
Fig. 8. Frequency analysis result of oestrus and normal

v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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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발정기 소리 데이터, 는 발정기 

소리 데이터를 정확히 발정기로 분류한 데이터, 

은 비발정기 소리 데이터, 는 비발정기 소리 데이

터를 발정기로 분류한 데이터, 는 발정기 소리 데

이터를 비발정기로 판단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표 3 참조)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주파수 기반의 암소 발정기 탐지 방법론이 

98.8%라는 높은 탐지 성능을 보였으며, FRP과 FNR
에서도 모두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소리에 기반한 다른 소 발정기 탐지 시스템과의 정

성적/정량적 성능의 비교 우의성은 표 4에 정리하

였다. 물론, 각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적 환경의 차

이로 인하여 정량적 성능의 차이를 절대 비교 평가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본 연구의 실험 결

과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매우 우수한 실험적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소 발정기 탐지 결과
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cow’s
oestrus detection

ODR FPR FNR
98.8% 4.2% 1.2%

표 4. 소 발정기 탐지 시스템들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cow‘s oestrus detection systems

Janhs
[12]

Chung et al.
[13]

Proposed
method

Sound acquisition
process Menual Menual Automatic

Noise Filter N/A N/A Automatic

Sound feature MFCC MFCC Frequency
analysis

Oestrus detection
method HMM SVDD Threshold

method
Data set
(All/Oestrus) 210/75 280/100 290/171

ODR 88.0 % 94.4 % 98.8 %
FPR N/A 10.8 % 4.2 %
FNR N/A 5.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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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임계값을 이용한 비정상 

상황(발정기) 탐지 방법은 기존의 일반적인 비정상 

상황 탐지에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과는 달

리 계산 속도가 빠르며, 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특징들을 조합하거나 새로 생성해야 하는 

수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저비용의 소리 센서 환경에서 실

시간으로 유입되는 한우 암소의 발성음 정보를 이

용하여, 한우의 발정기를 탐지하는 프로토타입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취득한 암소 발성음에 대한 주파

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계값에 기초한 발정기 탐

지가 가능함을 보였다. 실제 우사 환경에서 취득한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발정기 탐지 성능을 확인한 

결과 높은 발정기 탐지 및 안정적인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

문에서 제안된 프로토타입의 시스템을 실세계에서 

구현ž운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요구되고, 특히 

임계값에 기초한 연구의 특성상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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