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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1]에 의하면, 우리나

라 양돈업의 2016년도 총생산액은 약 6조 7천억 원으

로 전체 농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돈 농가의 사육규모는 2017년 현재 

1,043만 여두이며, 중․대규모 사육농가가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의 60세 

이상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2015년에 62.2%로 심각

한 고령화 및 영농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즉, 양돈 농가의 대형화 및 인력 부족 현상에 따

라 관리인 1인당 관리 두수가 급격하게 증가(2017년 

현재 약 2,000두)되었기에, 개별 돼지의 건강을 보장

하기 위한 세밀한 관찰 및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로 인한 구제역이나 호흡기 질병 

등 돼지의 질병 발생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

계 양돈 농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ICT 기술과 농․축산업과의 융합 기술(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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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돼지들의 사료 소모량, 습도와 온도 확인 

등의 돈사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시작으

로 가축의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 센서를 활용하고 있다. RGB 카메라를 이용하

여 돼지의 크기를 측정하여 무게를 추정하는 연구

[3], 분만실의 새끼 돼지수를 확인하는 연구[4] 등이 

국외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RGB 카메

라를 이용한 돈사의 이상상황 모니터링에 대하여, 돈

사 내 근접한 돼지를 개별로 구분하는 연구[5]와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적용하여 개별 

돼지를 정확히 탐지하는 연구[6]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RGB 카메라의 단점인 빛에 의한 영향을 보

완하고 야간에도 돼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키넥트 

카메라를 기반으로 개별 돼지를 탐지하는 학술적 연

구[7]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된 예로, 키넥트 카

메라를 이용하여 이유자돈 사이의 이상행동 중 하나

인 공격적인 행동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8], 컨볼루

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정보에 나타난 개별 돼지

를 탐지하는 방법[9], 키넥트 카메라로 획득된 깊이 

정보 중 야간에 발생하는 노이즈에 대한 해결 방법

[10]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개별 돼지에 대한 자동 감

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저가의 키넥트 카메라

를 돈방의 천장에 설치하고, 이로부터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을 가정한다. 특히 야간의 조

명을 소등하는 경우 키넥트 카메라의 깊이 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관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가 키넥

트 카메라의 깊이 정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후 1개월 된 이유자돈

들이 하나의 돈방으로 합사될 때 서열 싸움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카메라로 자동 

추적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접한 돼지(touching

pigs)들에 대한 정확한 분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획득되는 깊

이 정보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근접한 돼지들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물을 인식하거나 분류하는

데 그 성능이 입증된 딥러닝 기술[11]을 적용하여 근

접한 돼지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딥

러닝 기술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You Only Look Once (YOLO)[12]가 생성하

는 외곽 사각형(bounding box)을 이용한다. 먼저 폐

쇄된 돈방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이유자돈의 관리 

형태를 가정하여, YOLO를 통한 현재 프레임의 외곽 

사각형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수 정보를 계산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결합되어 현재 프레임에서 YOLO가 생성하는 외곽 

사각형(즉, 객체 탐지의 결과물)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 시 사용된다. 즉,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었는지를 판단하거나 근접 돼지보

다 많은 수의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었을 경우 선별하

는 방법 등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히 YOLO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YOLO 출

력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근접 

돼지 분리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근접 

객체 분리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

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YOLO의 외곽 

사각형을 이용한 근접 돼지 분리 방법에 대해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실험한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 및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근접 객체를 

분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영역 확장 기반의 

Watershed 기법[13]과 클러스터링 기반의 K-means

기법[14]이 있다. Watershed 기법은 영상의 픽셀 값

을 하나의 지형으로 간주하여 영상에서 나타나는 2

차원의 지형의 높낮이를 분석한다. 영상 내 2차원 지

형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지형의 골짜기(valley)를 채

웠을 때 하나의 윤곽선으로 둘러싸인 물웅덩이를 기

반으로 근접한 객체의 영역을 분리한다. 이러한 wa-

tershed 기법은 현재에도 의학/생물학 분야에서 근

접한 세포 분리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만, 객체 간 

근접한 부위가 넓으면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

와 과분할로 인한 추가적인 처리 때문에 돈사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K-means 기법은 입력 데이

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방법으로, 각 클러스터

간 거리 차이의 분산이 최소화되는 거리를 계산하여 

입력 데이터를 분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돈방 내 

밀집 사육되는 돼지들 간의 복잡한 근접 경우에 대하

여 클러스터링이 정확히 수행되지 않으므로, 근접한 

돼지가 개별 돼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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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active contour 등 최적화에 기반을 둔 

많은 분리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

반 알고리즘들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밀집된 돈사 내에서 근접 돼지를 구분하는 선행 

연구는 대부분 RGB 카메라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

나, 근접 돼지로부터 생성되는 외곽선에서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획득한 근접 돼지 간 경계

선 근처의 오목점(Concave Point) 등의 정보를 추출

하는 방법[5]은 키넥트 카메라의 깊이 정보 정확도가 

컬러 정보 정확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깊이 정보

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정확도가 감소하며, 생후 

1개월의 이유자돈들이 공격 행동을 하면서 근접한 

경우 깊이 차이를 이용하여 그 경계선을 정확히 탐지

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Fig. 1처럼 획득된 

깊이 정보의 컨트라스트(contrast)를 개선하기 위하

여 의료 영상에서 적용하는 contrast limited adap-

tive histogram equalization (CLAHE)[15]를 적용해

도 돼지들 사이의 경계선을 찾기 어려우며, Canny

에지 검출기[16] 등 다양한 에지 검출기를 적용해도 

경계선 검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깊이 정보

의 해상도가 떨어져 조명이 있는 주간에 획득된 RGB

영상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시간에 근접 돼지들을 분리하

기 위하여, 딥러닝 기술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한 객체 탐지 기법인 YOLO [12]가 

생성하는 외곽 사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YOLO의 근접 외곽선을 이용한 근접 돼지  

분리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수집한 영상

에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누워있는 돼지를 제외하

고 배경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는 돼지를 제외

한 결과가 근접 돼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YOLO가 1개 이상의 박스를 생성한다는 것을 가정

한다. 제안하는 근접 돼지에 대한 분리 방법의 구조

는 아래의 Fig. 2와 같다. 먼저 YOLO에서 근접 외곽 

사각형을 취득한 후 외곽 사각형 개수에 따라 근접 

돼지 분리 방법을 결정한다. 이후, 픽셀 개수를 통한 

적합한 외곽 사각형 선택하고, 적합하다고 선택 된 

외곽 사각형 내 겹침 부분을 탐지함으로써 근접 돼지

를 분리한다.

3.1 YOLO 모듈

CNN 기반의 YOLO는 기존 방법에서 최종 출력층

의 유닛 구성과 입력 영상에 대한 고정 분할에 따른 

추정 방식을 사용한 후 객체 검출과 객체 인식을 하

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객체의 검출과 인

식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딥 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방법인 R-

CNN(Regions with CNN)[22]에 비하여 1,000배, Fast

R-CNN[23]에 비하여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객체 

탐지가 가능하며 인식률 또한 우세하다.

YOLO는 입력된 이미지를 임의의 × 크기의 그

리드 셀로 분할하고, 각 셀을 기준으로 개의 외곽 

사각형과 각 외곽 사각형이 객체를 포함할 확률을 계

산한다. 이후 외곽 사각형이 객체를 포함할 확률을 기

준으로 임계값을 넘는 경우의 외곽 사각형을 출력함

으로써 YOLO를 이용한 객체 탐지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OLO를 이용하여 근접 돼

지의 외곽 사각형을 개별 탐지하도록 학습시키고, 테

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개별 돼지에 대한 외곽 사각형

을 획득한다. 즉, YOLO 모듈의 입력 영상으로 누워

(a) RGB image (b) Depth image (c) Result of CLAHE[15] (d) Result of Canny

detector[16]
Fig 1. Difficulty of segmentation for touching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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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돼지와 움직이지 않는 돼지가 제거된 근접 돼지 

깊이 영상을 사용하고, 출력으로는 개별 돼지 탐지 

결과에 해당하는 외곽 사각형의 가로, 세로, 너비, 높

이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외곽 사각형 정보는 적

합도 판정 모듈과 외곽 사각형 수정 모듈에서 검증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텍스트 파일로써 취득한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YOLO의 구조 및 YOLO

를 이용하여 획득 가능한 근접 돼지의 외곽 사각형을 

나타낸다.

3.2 외곽 사각형의 개수에 따른 분리 결정 모듈

YOLO를 통해 획득한 각 프레임의 외곽 사각형들

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외곽 사각형의 개수를 파악한

다. 두 마리의 근접 돼지가 생성됨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YOLO를 통해 두 개의 외곽 

사각형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외의 상황이 발

생했을 경우, Segmentation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는 것이 아닌, 적합하지 않은 외곽 사각형들을 제외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근접 돼지를 더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YOLO에서 얻어지는 외곽 사각형

의 개수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경우

(Case 1)는 외곽 사각형이 근접 돼지 수보다 적게 나

오는, 즉 한 개의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Case 2)는 외곽 사각형의 개수가 근접 

돼지 수와 같은 두 개의 외곽 사각형을 획득하는 경

Fig. 2. Proposed architecture for YOLO-based touching pigs separation.

Fig. 3. Basic structure of YOL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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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세 번째 경우(Case 3)는 외곽 사각형의 개수

가 근접 돼지 수보다 많은 경우이다. 이 중 Case 1과 

Case 3의 경우는 픽셀 개수를 통해 적합한 외곽 사각

형을 선택하는 과정(3.3절)을 거치게 되며, Case 2의 

경우는 직접 분리 과정(3.4절)으로 넘어가게 된다.

3.3 픽셀 개수를 통한 적합한 외곽 사각형 선택 모듈

이전 단계에서 외곽 사각형이 하나가 나오는 Case

1의 경우와 외곽 사각형이 3개 이상 나오는 Case 3의 

경우는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 YOLO 외곽 사각형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우선 Case 1의 경우, 모든 근접 

돼지의 픽셀 수와,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수를 각

각 계산 한 후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개수가 전체

의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한 개의 외곽 사각형이더라

도 올바르게 잡아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두 마리의 

근접 돼지 중 한 마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었다고 판단

하여 근접 돼지를 분리한다.

외곽 사각형이 3개 이상 나오는 Case 3의 경우는,

Case 1의 경우와 동일하게 모든 근접 돼지의 픽셀 

수와 각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수를 계산한다. 이

후 외곽 사각형을 두 개 씩 짝을 지어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개수의 합집합을 계산한다. 이 정보는 

이전에 구한 모든 근접 돼지의 픽셀 수에서 차를 구

하는 데 이용되며, 차가 가장 적은 두 개의 외곽 사각

형을 적합한 외곽 사각형이라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3.4 근접 돼지 분리 모듈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분리가 끝난 

한 개의 외곽 사각형이 있는 Case 1의 경우를 제외

한, 2개의 외곽 사각형을 획득한 Case 2와 Case 3의

경우만 진행하게 된다. 두 외곽 사각형이 생성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1) 겹침 사각형을 생성하며 겹치는 

Relation 1, 2) 선을 생성하며 겹치는 Relation 2, 3)

겹치지 않는 Relation 3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

므로 현재까지 획득한 외곽 사각형의 좌측 상단 위치

정보와 우측 하단 위치 정보를 활용한다.

두 사각형의 위치 정보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경

우, 먼저 겹침 사각형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한 외곽 

사각형의 우측 하단 위치와 다른 외곽 사각형의 좌측 

상단 위치의 크기 순서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획득한 겹침 사각형의 위치정보를 추출하고, 두 

외곽 사각형의 형태에 따라 나누는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선을 통해 겹치게 될 경우, 같은 x축

에 존재할 경우 y 좌표에 겹침이 있는지, 또는 같은 

y축에 존재할 경우 x 좌표에 겹침이 있는지 판단하

는 방법을 통해 겹침이 있음을 판단한 후, 선분을 분

리한다. 마지막으로 두 외곽 사각형이 근접하지 않았

을 경우, 한 외곽 사각형의 좌측 하단 좌표와 다른 

외곽 사각형의 우측 상단 좌표의 중간 값을 이용하여 

근접 돼지를 분리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돈사 내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을 

가정한 근접 객체 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충청남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돈사 내 13마

리의 돼지가 활동하는 2.7m × 2.4m 크기의 돈방에 

512 × 424의 해상도를 갖는 초당 30 프레임의 깊이 

카메라 Kinect Version 2.0을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제안 방법에서 근접 객체의 전경만 나타나는 전처

리 영상은 돈방의 크기와 일치하도록 200 × 200의 크

기로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 Fig. 6과 같이 기존의 

  

Fig. 4. Boundary edges with selected bounding boxes. Fig. 5. Experimental setup with a Kinect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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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경 분리 방법[10]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즉, 원 

영상과 배경 영상에 대하여 각각 인접한 네 개의 픽

셀을 하나의 픽셀로 보간한 후, 원 영상으로부터 배

경 영상의 차를 이용하여 객체 전경에 해당하는 차이 

값을 추출하였다. 또한 프레임 차이를 이용하여 누워

서 휴식을 취하는 돼지 등 움직임이 없는 돼지는 제

외하고 서 있으면서 움직임이 있는 돼지만을 객체 

전경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배경에 해당하는 깊이 

값은 0으로 설정하되, 객체 전경에 해당하는 깊이 값

은 보존함으로써 전처리 영상을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이는 근접 객체를 대상으로 개

별 분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취득한 돈방의 영상 데

이터 중 돼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두 돼지 객체가 

근접하는 상황이 108회 발생한 약 10분간의 깊이 영

상에 대하여 딥러닝 데이터셋과 근접 객체 시퀀스를 

생성하고, 딥 러닝 기법과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

여 전반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촬영한 깊이 영상의 

딥 러닝 Train은 Intel Core i7-7700K 4.20GHz (8-코

어 CPU), 32GB RAM, Ubuntu 16.04.2 LTS, OpenCV

3.2의 환경에서 수행하였고, 딥 러닝 Test와 영상 처

리 실험은 Intel Core i5-750 2.67GHz (4-코어 CPU),

8GB RAM, Windows 10, OpenCV 3.0 환경에서 수

행하였다.

Fig. 6과 같이 전처리 영상에서 두 객체로 이루어

진 근접 객체가 추출된 부분만을 활용하였고, YOLO

Train 이미지 개수와 Test 이미지 개수는 6:4 비율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먼저 2260장의 

Train 이미지를 이용하여 YOLO의 학습을 진행하였

으며, 1500장의 Test 이미지를 이용하여 YOLO의 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YOLO의 학습 시 학습과 예측 

결과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학습률은 0.001, 누적된 

과거 그래디언트에 따라 현재 그래디언트를 보정하

는 계수인 momentum은 0.9,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

해 큰 가중치에 대한 패널티인 decay는 0.0005로 설

정하였다. 또한, 활성화 함수는 leaky ReLU 함수를 

이용하여 그래디언트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학습 

속도를 유지하였고, 학습 반복 횟수는 50,000회까지 

진행하여 모델을 생성하였다.

4.2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은 근접 돼지에 생성된 외곽 사각형에 대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두 마리의 

근접 돼지에 대해 각각 한 개의 외곽 사각형(Case

1), 두 개의 외곽 사각형(Case 2), 세 개 이상의 외곽 

사각형(Case 3)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7은 학습이 완료된 YOLO의 외곽 사각형을 

통해 Case 2의 근접 돼지 분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Fig. 7(a)와 Fig. 7(b)의 경우 

두 마리의 돼지들이 머리를 맞대며 근접 돼지를 형성

하며 겹침 사각형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에는 

근접 돼지의 외곽 사각형들이 형성하는 겹침 사각형

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실험 한 1500장

의 영상에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며, 외곽 사각형

의 형태에 따라 많은 경우 겹침 사각형 내부의 분리가

Fig. 6. Preprocessing of an input image for touching 

pigs separation.

(a) Separating result for frame #13

(b) Separating result for frame #335

(c) Separating result for frame #584

Fig. 7. Results with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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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였다. 그러나 드물게 Fig. 7(c)의 경우(두 마리

의 돼지들이 몸통을 맞대며 세로로 긴 근접 돼지를 

형성)와 같은 겹침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

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안 방법을 통하여 성

공적으로 근접 돼지를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Case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

지 않은 Case 1과 Case 3에 대해서도 제안 방법이 

동작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우선 Case 1의 경우는 

YOLO가 두개의 외곽 사각형을 생성하지는 못하지

만, Fig. 8과 같이 전체 픽셀 수와 해당 외곽 사각형 

내의 픽셀 수를 고려함으로써 생성된 하나의 외곽 

사각형만으로도 돼지의 ID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근접 돼지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Case 3의 경우

(Fig. 9와 같이, 주로 머리 부분이나 꼬리 부분에서 

추가적인 외곽 사각형이 발생)에도 제안 방법이 동

작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먼저 근접 돼지를 형성

하는 픽셀 수를 계산한 뒤, 두 외곽 사각형 내부의 

픽셀 수 합집합을 통해 가장 적합한 두 외곽 사각형

을 선택함으로써 근접 돼지를 구분하였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근접 객체 분리에 자주 사용되며 OpenCV에서 구현

된 watershed 기법[13]과 K-means 기법[14]의 비교

를 수행하였다. 통상 watershed 기법은 over-seg-

mentation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접 돼지 경우에 over-segmen-

tation 또는 under-segmentation 문제가 발생하였

다. Fig. 10을 통해 정성적으로 제안 방법이 기존 방

법에 비하여 우수한 분리 결과(Final Output(pro-

posed))를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Table 1을 통해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을 정량적으로도 비교하였다. 근접 

객체 분리 문제는 주어진 근접 객체 영역의 각 픽셀

에 ID를 부여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적인 객체 탐지 성능 지표로 이용되는 precision/re-

call 등의 지표 대신 “ground-truth 대비 주어진 근접 

영역에서 정확히 ID가 부여된 픽셀의 비율”로 정확

도(Accuracy)를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정확도

와 측정된 수행 시간을 각 프레임에 대한 평균치로 

계산하면 Table 1과 같다. 즉, 정량적으로도 제안 방

법이 기존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며 

수행 시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픽셀 단위

로 계산된 분리 정확도 값이 90% 이상이라는 의미

는, 본 연구가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24시간 연속 추

적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ID switch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효율적인 이유자돈 관리를 위해 감시 카메라 환경

Fig. 8. Results with Case 1 (for frame #434).

Fig. 9. Results with Case 3 (for frame #31).

Fig. 10. Comparison of separation results.

Table 1. Comparison of accuracy and execution time

Accuracy

(Avg)

Execution Time

(Avg)

Watershed [13] 49.28 % 1.96 msec

K-Means [14] 67.49 % 11.36 msec

Proposed 92.50 % 0.97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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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돈사 내 개별 돼지에 대한 관리 자동화는 중요

하고, 근접한 돼지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키넥트 

카메라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 행동 등 복잡한 

근접 경우에 대하여 근접 돼지들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물을 인식하거나 분류하는데 그 성능이 입증된 딥

러닝 기술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YOLO를 활용하였다. 먼저 YOLO를 활용하

여 두 마리의 근접 돼지를 형성한 영상의 외곽 사각

형 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외곽 사각형의 개수에 따

라 한 개의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는 Case 1, 두 개의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는 Case 2, 세 개 이상의 외곽

사각형이 생성되는 Case 3로 구분한다. Case 1과 

Case 3의 경우는 전체 픽셀 수를 이용하여 외곽 사각

형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Case 3의 

경우 추가로 적합한 두 개의 외곽 사각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Case 2와 Case 3의 경우,

최종 선택 된 두 외곽 사각형이 생성하는 겹침 사각

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근접 돼지를 분리한다. 실

제 돈사에서 획득한 1500개의 근접 시퀀스로 실험한 

결과, 제안 방법은 YOLO 외곽 사각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500개의 근접 시퀀스를 

92.5%의 정확도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객체 탐지 문제에 뛰어난 성능

을 보이는 YOLO를 활용하여 근접 객체 분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단순히 YOLO

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YOLO 출력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선별하

는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근접 돼지 분리 방법을 제안

하였다. 향후 연구로 다수의 돼지들이 근접해있는 경

우의 분리도 가능하도록 확장할 예정이고, 감시 시스

템 전체가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 방

법[19] 적용 또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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