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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돼지들을 탐지  추 에 한 연구는 효율 인 돈사 리측면에서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깊이 정보 내 노이즈와 돈방 내 돼지와 배경의 깊이 정보 값이 

유사하여 개별 돼지만을 탐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획득된 벽과 바닥 경

계에 치한 돼지를 탐지하기 한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에 덜 민감한 바닥 배경을 

이용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의 부분을 먼  탐지한 후, 벽에 치한 돼지의 나머지 부분을 수퍼픽셀

과 역확장 기법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돈방 내 벽과 바닥 경계에 치한 돼지를 

정확히 탐지하 으며, 상 1장 당 수행시간이 5msec로 실시간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1. 서  론

   국내 농가의 돈사에서는 좁은 공간에 돼지들을 집 사육하

는 구조가 다수이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돼지들의 스트 스

를 유발하며 그 결과 돼지들의 면역력을 하시킨다. 한 구

제역 등과 같은 염병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취약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 들을 보완하기 해서 

돼지들에 한 세 한 리가 요구되지만 국내 농가의 상황은 

리자 1명당 약 2,000두 이상의 규모의 돼지를 리하므로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자동

으로 이상 상황을 감시 할 수 있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6]. 특

히,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돼지들의 개별 행동을 자동

으로 리하는 연구는 효율 인 자돈 리 측면에서 요한 이

슈로 떠오르고 있다[5,6]. 련 연구로는 RGB 상에 하여  

시공간 정보와 역확장 기법을 이용하여 근 돼지를 분할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그러나 RGB 카메라 특성상 조명, 햇빛

과 같은 빛에 의한 향을 많이 받는 취약 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보온등과 같은 강한 조명의 향으로 돼지가 탐지되지 

않는 문제 이 발생하 다[7]. 이러한 문제 과 조명이 꺼진 야

간에도 돼지를 모니터링하기 하여 조명/빛에 의한 향을 받

지 않는 깊이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돈방의 천장에 키넥트 카메라가 설치되어있

고 여기서 획득된 깊이 정보만을 이용하여 돼지를 탐지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특히, 획득된 천장으로부터의 깊이 정보가 상이

한 특성을 갖는 벽과 바닥 경계에 치한 돼지를 탐지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노이즈에 덜 민감한 바닥 배경을 이용

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의 부분을 먼  탐지한 후, 벽에 치

한 돼지의 나머지 부분을 수퍼픽셀과 역확장 기법으로 탐지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객체 탐지 기법

과 련된 연구에 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벽과 바닥 경계

에 치한 돼지를 탐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해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통상 실내 환경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

은 객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배경 상을 획득한 후 입력된 

상에서 배경과의 차이를 구하고 Otsu 알고리즘[8]을 용하여 

이진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가 센서인 키넥트를 

이용하여 획득된 깊이 정보에는 많은 노이즈와 일 되지 않은 

깊이값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를 들어, 돼지가 없는 빈 돈

방을 10분간 촬 한 후 각 픽셀의 최소값/평균값/최 값을 이

용하여 배경 상을 생성하고 Otsu 이진화를 용하면 돼지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a) 최소 배경      (b) 평균 배경      (c) 최  배경

(그림 1) 배경 차이와 Otsu 이진화[8] 결과

            

 (a) 돈방내 키넥트의 치       (b) 획득된 깊이 정보

(그림 2) 돈방내 키넥트의 치  획득된 깊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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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려움으로 키넥트의 깊이 센서는 획득된 깊이 정

보가 보장되는 최  거리( 를 들어, 키넥트2는 4.5m)와 최  

화각( 를 들어, 키넥트2는 수평 70.6
o/수직 60o) 제약이 있고, 

이 범 를 벗어나면 격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를 들어, 그림 2에 돈방의 천장에 설치된 키넥트의 모습과 

여기서 획득된 깊이값을 표시하 다. 화각 제약 때문에 벽 부

분에 많은 노이즈가 있고, 벽과 바닥 경계 부분이 키넥트로부

터 가장 먼 거리에 치하여 거리값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가 있다. 한, 획득된 깊이 정보에서 상의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올수록 벽 부분에서는 깊이값이 증가하고 바닥 부분에서는 

깊이값이 감소하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노이즈에 덜 민감한 바닥 배경을 이용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의 부분을 먼  탐지한 후, 벽에 치한 돼지의 나머지 부

분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돈방에서 획득한 깊이 정보 상에서 바닥에 

치한 돼지를 이용하여 벽에 치한 돼지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하기 하여 

다소 부정확한 깊이 정보를 보정한다. 그 후 바닥에 치한 돼

지 부분를 탐지한 후, 수퍼픽셀과 역확장 기법을 이용하여 

벽에 치한 돼지의 부분을 탐지한다. 

3.1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 탐지[9]

   먼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깊이 정보를 보정하기 

하여 세 장의 임을 한 장의 임으로, 인 한 4개의 픽

셀을 하나의 픽셀로 보간하는 과정을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다. 다음으로 보정한 돈방의 배경 상과 차 상 기법을 수행

한다. 그 후 돼지가 비정상 으로 잘린 부분에 하여 닫힘 연

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Connected Component 분석을 하여 

돼지 면 보다 작은 면  역을 제거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한다.

<알고리즘 1>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 탐지 알고리즘

Input

  : Current depth Image (3frames)

    : Background Depth Image

Output

  : Pig Image on the floor

Algorithm

Step 1 :  Spatiotemporal interpolation to 
Step 2 :  Produce   by subtracting   from 

         

Step 3 :  Perform dilatation and erosion to 
Step 4 :  Produce   performing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to 

   는 깊이 정보 상의 임, 는 배경 깊이 정

보 상의 임이며 는 바닥에 치한 돼지만을 탐지한 

상의 임이다.

3.2 벽에 치한 돼지 부분 탐지

   3.1장의 방법을 용하면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은 탐지

하지만 벽에 치한 돼지의 부분은 탐지를 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수퍼픽셀과 역확장 기법을 이용한다. 먼  

3.1의 방법을 용 후 바닥과 벽 경계에 치한 돼지의 부분을 

탐지하기 하여 경계를 스캔한다. 스캔하여 탐지된 돼지의 부

분 간 지 을 심 으로 잡고 ROI를 설정한다. 그 후 원본 

상에 하여 SLIC[10] 알고리즘을 용한다. SLIC 알고리즘

으로 잘린 역들에 하여 돼지 부분을 seed로 하여 인 한 

역을 돼지부분으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돼

지 부분의 넓이가 일반 인 돼지의 넓이의 크기보다 커질 때까

지 역을 확장[11]한다. 이로써 벽에 치한 돼지부분까지 탐

지한다.

<알고리즘 2> 벽에 치한 돼지를 탐지 알고리즘

Input

  : Pig Image on the floor

Output

   : Pig Image on the wall 

Algorithm

Step 1 :  Find pig on the wall

Step 2 :  Perform SLIC

Step 3 :  Include adjacent area
Step 4 :  Calculate area

    if  area < threshold then 
      break

    else goto step 3

   는 바닥에 치한 돼지만을 탐지한 상의 임, 

 는 벽에 치한 돼지까지 탐지한 상의 임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은 Intel Core i5, Visual Studio 

2015, 8GB RAM, 상처리 라이 러리인 OpenCV 3.1의 환경

에서 수행되었다[12]. 깊이 정보 상을 획득하기 해 돈방의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의 천장에 Kinect 2 카메라를 설치하

고,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 해상도를 갖는 돈

방의 깊이 정보 상을 획득하 다.

   획득된 깊이 정보 상에 [9]의 방법을 이용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한 후, 벽과 바닥의 경계를 스캔하면서 

경계에 치한 돼지를 탐지하 다. 이후 경계에 치한 돼지

역에 하여 SLIC 알고리즘을 용하여 여러 역으로 나  

후, 나 어진 역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seed로 하여 

벽 방향으로 역확장을 하 다. 역확장은 돼지 역이 최소 

돼지크기 이상이 될 때까지 확장하 으며, 모폴로지 연산인 닫

힘과 열림 연산을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확장된 역을 제거하

여 벽 역의 돼지 부분을 탐지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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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벽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

   실험 결과, 바닥에 치한 돼지 부분을 탐지하는데 

4.63msec, 경계에 치한 돼지 부분을 역확장을 이용하여 벽 

부분 돼지를 탐지하는데 0.28msec로, 상 1장당 처리시간이 

약 5msec로 실시간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들의 행동을 자동

으로 리하는 연구는 효율 인 돈사 리 측면에서 요한 이

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 돼지들의 개별 행동을 분석하기 

하여 돈사 내 돼지만을 정확히 탐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컬러 

상을 이용한 돈사 내 돼지 탐지는 겨울철 돈사 내 보온등 

는 야간의 조명 소등 등의 이유로 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깊이 정보룰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가 센서인 키넥트로부터 

획득된 깊이 정보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돼지의 탐지 정확

도를 증가시키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

에 덜 민감한 바닥 배경을 이용하여 바닥에 치한 돼지의 부

분을 먼  탐지한 후, 벽에 치한 돼지의 나머지 부분을 수퍼

픽셀과 역확장 기법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벽과 바닥 경계에 치한 돼지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

하 고, 24시간 돼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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