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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미로부터 생후 21일령 또는 28일령에 젖을 때는

어린 자돈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통상 폐사율이 30∼

40%까지 치솟는 등 자돈 관리가 국내 양돈 농가의 가

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돈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돈사

(새끼돼지 축사)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획득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자돈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영상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움직임 정보 값을 추출하고 일상

활동의 주기성을 반영하는 24시간 주기 모델을 활용하

여 이상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경상남도 함양군

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6월 한 달간의 자돈사 감시 데이터

셋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제안된 자돈사 감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I. 서론

 최근 I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IT 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선진 외국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 IT 농․축

산 융합 기술은 이미 돈사 감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

태로 발견된다[1-3]. Kruse 등[1]은 젖을 생산하는 모

돈에 온도 센서를 장착하고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

을 측정하여 모돈의 질병 유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으며, Guarino 등[2]은 돈사 내에 설치한 소리

센서로부터 돼지의 호흡기 질병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Ostersen 등[3]은 암퇘지에 RFID 태

그를 장착하여, 수퇘지를 방문하는 횟수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암퇘지의 발정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반면, 밀집 사육을 하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함에도 양돈 농가의 영세성으로 이와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2만두 규

모의 한 양돈 농가에 관리인은 10명(관리인당 2,000두)

에 불과하고, 또 다른 5천두 규모 농가에는 2명의 관

리인(관리인당 2,500두)만 있는 실정으로, 돼지에 대한

세밀한 관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좁은 공간에 다수의 돼지를 사육하여, 2011년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시 급속히 피해가 확산되는 취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저가의 센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돈들의 활동

량을 실시간으로 분석(건강한 자돈의 활동량에 비하여

질병에 걸린 자돈의 활동량이 현저히 낮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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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의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질병 조기 감지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센서 환경에서 돈사 내의 불

특정 다수의 비정상 상황 탐지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

로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영상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움직임 정보 값을 추출하여 이미

설정된 정상 상황의 임계치를 넘는 순간부터를 불특정

이상 상황이라 판단하는 실시간 돈사 감시 시스템이

다. 특히, 순간적인 움직임 증가가 설정된 임계치를 넘

는 경우를 탐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반면, 질병 발생 등의 이유로 군집에서의 움직임 정도

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를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시간 움직임 정도를 24시간

단위로 누적시켜 전날의 24시간 누적치와 비교함으로

써 질병 발생 등의 경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경상남도 함양군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6월 한 달

간의 자돈사 감시 데이터 셋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데

이터 셋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디오 센

서 기반의 실시간 돈사 감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제안 방법이 질병 발생 탐지

등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I.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시간 돈사

감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시간

돈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이는

스트림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에서 움직임 정보

를 추출하는 모듈과 저장된 전날의 움직임 정보와 비

교하여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먼저 움직임 검출 모듈에서는 저가의 솔루션을 위하

여 계산양이 적어야 하고 추출된 정보가 실제 돈사에

적용하여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정확도를 가져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양이 적은 프레임 차이

(Frame Difference) 이용 방법과 정확도가 높은

GMM(Gaussian Mixture Model) 방법을 비교 분석한

다. 특히, 자돈의 경우 많은 시간을 누워서 휴식을 취

하는데, 다수의 자돈이 좁은 돈사에서 포개어 휴식을

취하는 경우 occlusion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돈의 개별 트래킹이 어려워[5], 본 논문에서

는 돈사내 여러 자돈들의 움직임을 합산하여 비정상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비정상 탐지 모듈에서는 전날과 비교하여

당일의 움직임 정도가 설정한 임계치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경우를 판단한다. 특히, 국내의 열악한 밀집 사육

환경에서 질병의 조기 탐지를 위해서는 일(day) 단위

가 아닌 시간(hour) 단위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임

계치 설정을 위해서는 정상 범위에서의 자돈들의 움직

임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시간

별 군집 단위의 움직임 정도가 주기성(예를 들어, 오늘

24시간 주기의 움직임 패턴이 어제 패턴과 유사)과 반

복성(예를 들어, 오늘 오전7시에서 오전8시까지의 움직

임 합이 어제 동시간대 움직임의 합과 유사)을 갖는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자돈이 자돈사에 있는 한 달 동

안 매일 성장(예를 들어, 1주차 500g/일, 2주차 600g/

일, 3주차 700g/일, 4주차 800g/일 성장)하는 사실을

자돈의 움직임 모델링에 반영해야 한다.

그림 1.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시간 돈사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Ⅲ. 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

경상남도 함양군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 센서 기

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6월 한 달간 자돈

22두에 대한 돈사 감시 데이터를 취득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실험 환경이 갖춰진 자돈사의 모습

먼저 움직임 검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프레임 차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GMM 방법으로 검출된 일(day)

단위 움직임 합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즉, 계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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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프레임 차 방법은 일별로 움직임 값의 차이가 커

서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계산양이 많은 GMM 방법은 (날짜가 지나

면서 자돈이 성장하는 점을 감안 할 때)일별 움직임

값의 차이가 적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

합하다. 또한, 프레임 해상도는 640×480, 초당 15 프레

임의 비디오 스트림에 대해서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

여 본 논문에서는 GMM 방법에 의한 움직임 검출을

적용한다.

그림 3. 움직임 검출 방법 비교

두 번째로 비정상 탐지 모듈에서 반복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측정된 움직임 값을 시간대별로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예를 들어, 새벽 3시 한 시간동안의 움

직임 양은 6월6일과 7일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즉,

일별로 각 시간대 움직임의 차이가 커서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24시간 주기의

움직임 패턴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일별로 차이가

커서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그림

5 참조).

반면, 매시간별 24시간 움직임 누적치와 전날의 24

시간 움직임 누적치를 비교하면 (날짜가 지나면서 자

돈이 성장하는 점을 감안 할 때)일별 차이가 적어 정

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6

월6일 3시에서 6월7일 2시까지의 24시간 움직임 합은

6월7일 3시에서 6월8일 2시까지의 움직임 합과 유사하

다(그림 6 참조).

그림 4. 움직임 값의 반복성 여부

그림 5. 움직임 값의 주기성 여부(움직임 패턴)

그림 6. 움직임 값의 주기성 여부(24시간 움직임

누적치)

또한, 자돈이 매일 성장하여 움직임 양이 증가하는

패턴을 그림 7의 24시간 움직임 누적치 그래프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누적치 그래프에서

각각의 24시간 누적치에 위아래로 임계치를 설정하여

다음날의 움직임 양을 예측하면(그림 7 참조) 복잡한

학습 과정[6] 없이도 간단하게 정상과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당일의 실측치가 전날 예측한 범

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판

단한다.

그림 7. 자돈 성장에 따른 24시간 움직임 누적치의

변화(전날 대비 ∓15%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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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영상 스트림으

로부터 움직임 정보 값을 추출하여 매시간별 24시간

누적치와 전날의 24시간 누적치를 비교하여 이미 설정

된 임계치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이상 상황이

라 판단하는 실시간 돈사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제, 경상남도 함양군의 한 돼지 농장에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6월 한 달간의

자돈사 감시 데이터 셋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디오 센서 기반의 실시간 돈사 감시 시스템의 프로

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임계치를 이

용한 간단한 방법으로도 질병 발생 등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 더 많은 데이터 셋을 확보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다양한 양돈 농가 환경에서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No. 2012R1A1A2043679)

참고문헌

[1] S. Kruse, I. Traulsen, J. Salau, and J. Krieter,

“A Note on Using Wavelete Analysis for

Disease Detection in Lactating Sows,”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Vol.

77, No. 1, pp. 105-109, 2011.

[2] M. Guarino, P. Jans, A. Costa, J. Aerts, and D.

Berckmans, “Field Test of Algorithm for

Automatic Cough Detection in Pig House,”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Vol.

62, No. 1, pp. 22-28, 2008.

[3] T. Ostersen, C. Cornou, and A. Kristensen,

“Detecting Oestrus by Monitoring Sows' Visit to

A Boar,”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Vol. 74, No. 1, pp. 51-58, 2010.

[4] B. Roberta, B. Whitea, D. Renterb, and R.

Larsona, “Evaluation of Three-Dimensional

Accelerometers to Monitor and Classify Behavior

in Cattle,”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Vol. 67, No. 1-2, pp. 80-84, 2009.

[5] P. Ahrendt, T. Gregersen, and H. Karstoft,

“Development of a Real-Time Computer Vision

System for Tracking Loose-Housed Pigs,”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Vol.

76, pp. 169-174, 2011.

[6] V. Vapnik, 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 Springer,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