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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야생조류의 행동에 반응하는 비전기반 야생조류 퇴치 장치를 구현하였다. 저가형 라즈

베리파이 보드를 기반으로 카메라센서와 OpenCV 모션탐지기법을 활용하여 야생조류의 침입을 탐지하고, 그리고 야생조류가 

소리별로 반응하는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퇴치하도록 개발하였다. 성능평가는 야생 직박구리와 박새

를 포획하여 야외 실험장에서 진행하였고 실제 환경에서도 야생조류를 퇴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키워드: 라즈베리파이(RaspberryPI), 조류퇴치기(Birds Repeller), 모션탐지(Motion Dectection), 비전(Vision), 저비

용(Low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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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생조류 퇴치를 위해 

허수아비, 트랩, 화학물질, 수렵 그리고 센서형퇴치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항공산업, 공업 

그리고 농업 시설들에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조류를 퇴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에는 야생조류를 퇴치하기 위해서 첨단 센서들을 활용한 장치

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환경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야생조류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하

는 장치들은 매우 고가이며, 저가형 장치의 경우는 야생조류에 반응하

는 것이 아닌 단순한 반복동작으로 인해 퇴치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1]. 

유해조류 행동에 반응하기 위한 센서(초음파, 카메라, 레이저 등) 

데이터 분석, 유해조류 퇴치 알고리즘 연산 등이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한 부분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센서형 퇴치장치를 

저비용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라즈베리파이와 비전탐지 기법을 활용

하여 야생조류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야생조류 퇴치장치를 

구현하였다.

II. Related research

1. Parts of detection

야생조류를 탐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저비용의 

아두이노 보드를 기반으로 유해조류를 퇴치하는 연구는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여 새를 탐지한다[2]. 하지만 초음파센서의 경우 좁은 탐지범위

와 물체를 판별할 수 없어서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미지에서 

새를 분류할 때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연산량으로 인해 고성능 

프로세서에서만 동작하는 문제가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보드에서 비전기반인 모션탐지기법을 활용하여 적은 

연산량으로도 새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 Parts of control

퇴치와 관련된 연구로는 청각적 퇴치, 시각적 퇴치, 화학적 퇴치, 

서식지파괴, 트랩, 수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조류를 퇴치하고 

있었다. 시각적 퇴치기법은 야생조류가 위협체를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고, 직접적인 위협은 위협체가 야생조류에게 접근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 외의 퇴치수단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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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각적인 위협인 소리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야생조류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Scheme of wild bird repeller using RaspberryPI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비전기반 야생조류 침입 탐지 및 퇴치장치

는 Fig 1과 같이 설계하였다. 침입 탐지를 위한 Detection function은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비디오데이터의 이미지로부터 

임계값을 구하고 외곽선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외곽선 내부의 

픽셀을 계산하여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야생조류의 존재 유무를 

탐지한다. 

야생조류가 탐지된 경우, Repelling function이 동작한다. 야생조

류는 환경에 따라 소리에 대한 위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적인 

퇴치율을 Bird control result data에 데이터베이스로 유지한다. 데이

터베이스에서 퇴치율을 검색하고, 퇴치율이 높은 순서로 소리를 재생

한다. 이 때 소리는 상용된 퇴치기에서 사용하는 폭음소리, 천적소리, 

잡음 소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시 Detection function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퇴치 유무에 따라 퇴치율을 업데이트 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저비용 라즈베리파이 보드에서도 비전을 기반

으로 유해조류의 행동에 반응할 수 있는 퇴치장치를 구현하였다.

IV. Performance

Fig. 2. Camera data of wild bird repeller, the left is the 

undetected state, and right is the bird detected state. 

구현된 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은 야생조류를 포획하여 실험장 내부

에서 진행하였으며, Fig 2는 장치의 화면 일부이다. 야생조류가 생존을 

위해 장치로부터 발생된 소리를 무시하고 먹이를 먹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호영역을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했다.

실험은 직박구리 3마리, 박새 2마리를 대상으로 각 항목당 6회분의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Table 1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야생조류는 

소리와 볼륨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실험을 진행한 3가지 

소리 중에서 폭음소리가 퇴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볼륨에 영향을 

받았다. 천적소리는 볼륨보다는 소리 자체에서 반응을 보였다. 노이즈 

소리는 가장 퇴치율이 낮았으며 효과의 편차가 큰 결과를 보였다. 

실제 환경에서는 폭음소리 볼륨 50%만을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10일 이상을 보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잡음 전체 케이스와 

폭음볼륨 30%케이스를 제외한 소리는 실제 환경에서 더 좋은 퇴치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Volume Explosion Hawk Noise 

100% 590 sec 471 sec 67 sec

50% 351 sec 342 sec 19 sec

30% 169 sec 333 sec 46 sec

Table 1. Control time of each sound to birds

V. Conclusions

저가형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비전기반 야생조류 침입 탐지 

및 퇴치장치를 구현하였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퇴치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에서 야생조류는 종별로 같은 소리에 다른 반응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같은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쉽게 적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야생조류의 종을 구분하는 방법과 적응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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