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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화, 출산율 하락, 그리고 생활양식 등의 변화

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육 가구도 동시에 늘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조사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

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의 수가 

591만으로 전체 가구의 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1]. 또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단

순히 사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

게 키우고자 하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학술적 차원의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2-6].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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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everal ICT-based cat studies have produced some successful results, according to academic
and industry sources. However, research on the level of simply identifying the cat's condition, such as
the behavior and sound classification of cats based on images and sound signals, has yet to be found.
In this paper, based on the veterinary scientific knowledge of cats, a practical and academic cat monitoring
and disease diagnosis system is proposed to monitor the health status of the cat 24 hours a day by
automatically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behavior of the cat with location information using LSTM
with a beacon sensor and a raspberry pie that can be built at low cost. Validity of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ation with cats in actual custody (the accuracy of the cat behavior
classification and location identification was 96.3% and 92.7% on average, respectively). Furthermore,
a rule-based diseas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veterinary knowledge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so that owners can check whether or not the cats have diseases at home (or can be used as an auxiliary
tool for diagnosis by a pet veterin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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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그리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도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가속도계 측정 플랫폼으로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취득한 후, 통계 분류 프레임워크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을 분류하는 연구[2]와 반려견의 행동

을 자동 분류하고 그에 따른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분석 및 보고하는 연구[3]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는 홈 CCTV를 통해 반

려동물을 감시하는 시스템[4],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사료를 배급하는 자동 급식기[5],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장치[6] 등이 

있다. 이렇듯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비례하

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학적 시도들

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ICT

기반의 학술적·실용적 서비스 차원의 시도들은 그 

역사가 매우 짧기에, 반려동물의 행동 분류와 같이 

단순히 반려동물의 상태를 식별하는 수준의 연구들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반려묘를 대상으로 진

행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고양이

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의학 논문[7-10]에 의하면 고

양이의 단순 행동만으로도 고양이에게 나타날 수 있

는 많은 질병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반

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반려묘에 관한 수의

학적 지식과 ICT 기반의 공학적 연구가 함께 결합된 

융합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선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묘에 관한 수의학적 지식에 기

초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반려묘의 행동을 딥러닝 

모델인 Long Short-Term Memory(LSTM)으로 자

동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24시

간 모니터링 및 반려묘의 질병 진단이 가능한 학술적

ž실용적 차원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하나의 비컨

(beacon) 센서[11]가 송출하는 3축 가속도계 정보와 

RSSI 신호 세기 정보를 라즈베리파이로 수집하여 반

려묘의 행동과 위치 정보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반려묘의 현재 건강 상태 

및 이상 상황을 분석하여 반려묘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질병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

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양육 중인 

반려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저비용의 센서 

정보만으로도 24시간 동안 반려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의 주제인 반려묘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반려묘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질병 진단 시스

템에 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반려묘의 행동 분류,

위치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실험 결과를 서술하고,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주제인 반려묘에 관한 공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최신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ndeya 등[12]은 반려묘의 울음소리를 기계

학습을 통해 10가지 종류로 분류했으며, Nanni 등

[13]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s)와 데

이터 확대기법(data augmentation)을 이용하여 반려

묘의 소리 분류 연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Lee 등[14]

은 반려동물 모니터링의 지역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딥러닝을 이용하여 반려묘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이

동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객체 검출 신

경망 모델의 하나인 You Look Only Once(YOLO)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라즈베리파이와 노트

북을 무선 랜으로 연결하여 반려묘의 움직임과 상태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식 모니터링 시스

템을 설계하였으며, Chae 등[15]은 이미 충분히 성숙

한 인간 및 반려동물의 행동 탐지 기술을 동영상 캡

셔닝 연구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을 시도했다. 또한, Lee

등[16]은 영상의 RGB 프레임과 Optical Flow 프레임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Two-Stream YOLO를 사

용하여 반려묘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려묘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ICT 기반의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및 소

리 신호에 기반한 반려묘의 행동 및 소리 분류와 같

이 단순히 반려묘의 상태를 식별하는 수준의 연구들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반려묘의 수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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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고려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축이 가능한 

비컨 센서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가 

포함된 반려묘의 행동을 수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시계열 처리가 가능한 LSTM을 활용하여 자동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학술적·실용적 차원의 반려묘 모니

터링 및 질병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반려묘 모니터링 및 질병 진단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다종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반려묘 모니터링 및 분석(질병 진단) 시스템

을 소개한다. Fig. 1은 제안하는 반려묘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먼저, 반려묘의 

몸통에 부착한 비컨을 통해 3축 가속도계 정보와 

RSSI 신호 세기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동영상 데이

터도 함께 수집함으로써 추후 행동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3축 가속도

계 정보는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LSTM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6가지의 행동(‘먹기(eat)’, ‘핥기

(lick)’, ‘앉기(sit)’, ‘걷기(walk)’, ‘긁기(뒷발로 몸통 

긁기, scratching own body)’, ‘발톱 마킹(영역표시,

스트레스 해소, 발톱 관리를 위한 행위, claw mark-

ing)’)으로 분류되고, 동시에 RSSI 신호 세기 정보 

또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미리 설정된 4개의 영역

(‘침대(Bed)’, ‘급식대(Feed)’, ‘음수대(Water)’, ‘기타

(Other)’) 중 한 곳으로 결정된다. 앞선 단계를 거쳐 

파악된 반려묘의 행동 및 위치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분석 과정을 통해 그 결과가 주인에게 전달된다.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계층

데이터 수집은 반려묘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실내 공간 천장 모서리 4곳에 라즈베리

파이를 각각 설치하고, 반려묘의 몸에는 스티커형 비

컨[11]을 장착한다. 이를 통해 3축 가속도계 데이터

와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RSSI) 신호 

세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에 실험 영역 밖의 공

간에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을 추가로 설치하여 

데이터의 라벨링(labeling)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은 총 1주일 동안 진행되었으

며,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반려묘의 수면 행동(누워

있거나, 쉬는 행동)을 제외한 약 70시간의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 2는 실제 데이터 수집 환경

과 반려묘의 몸에 부착된 비컨을 보여준다.

4대의 라즈베리파이에서 수집되는 3축 가속도계 

정보는 반려묘의 유의미한 행동을 분류하기 위해 초

당 20프레임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정보는 Variance

알고리즘[17]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97.0% 이상 

또는 2.5% 이하에 해당하는 가속도계의 이상치 값이 

제거되고 Z-score 정규화를 거친 후 행동 분류를 위

한 LSTM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때, 데이터의 길

이가 20프레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0으로 패딩 처리한다. 반려묘의 행동 분류를 위한 부

족한 학습데이터(3축 가속도계 정보)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중 

하나인 InfoGAN[18] 모델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행

동 분류를 위한 가속도계 데이터에 대해 원본과 유사

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류기 학습에 사용하였다. 딥

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며, 수집된 데이터

를 레이블링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InfoGAN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양이 행동 분류를 

위한 가속도계 데이터에 대한 예시는 Fig. 3과 같다.

GAN은 원본 데이터와 구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경망 중 하나로, 생성자가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면 판별자가 그 값의 원본 

유무를 판별하여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다만 GAN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노이즈(noise)가 포함되어 생성된 데이

터가 클래스를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되지 Fig. 1. Overall structure of cat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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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entangled’ 문제가 있다[18]. InfoGAN은 

이와 같은 ‘entangle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를 구분 짓는 특징량을 손쉽게 획득

할 수 있도록 생성용 벡터를 latent code와 latent

variable로 나누고, latent code와 생성된 샘플의 상

호정보량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원본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1.8배 확장된 학습데이터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a)

(b) (c)

Fig. 2. Experimental data collection. (a) Raspberry-pi, (b) Beacon inside of a cat vest, (c) The Beacon [11].

Fig. 3. Accelerometer data for cat behavio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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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데이터 확장 전후 데이터 개수의 차이를 

보여준다.

반려묘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처리를 통해 RSSI 신호 세기를 4대의 

라즈베리파이와 비컨 사이의 거리로 각각 변환한다.

이를 위해, 각 라즈베리파이는 수신된 RSSI 신호 값

을 시간 순서로 정렬한 후, 1초 간격 사이의 신호 값들

의 평균을 계산하며, 이때 RSSI의 이상치는 Density

방식을 사용하여 다른 값들과 차이가 크게 나는 데이

터가 있으면 제거하고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평균 

RSSI 값은 거리 변환식에 의해 비컨(반려묘)과 4대

의 라즈베리파이 사이의 거리로 각각 변환되며, 이는 

곧 1초 단위의 각 라즈베리파이와 비컨과의 거리를 

의미한다(Fig. 4 참조). 이때, 거리 변환 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 
  



(1)

해당 수식에서, Transmission power(TX power)

는 비컨이 송출하는 RSSI 신호 세기 값을 나타내며,

수신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16dBm로 설정하였

다. RSSI 신호 세기 값은 클수록 비컨과 라즈베리파

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움을 의미한다. N은 전파 손실

에 따른 보정 상수로, 본 연구에서는 4대의 라즈베리

파이에 각각 {2, 2, 3, 4}로 설정하였다. 식(1)을 통해 

거리가 계산된 후, Fig. 4와 같이 3차원 좌표로 변환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3차원 좌표는 헤론의 공식

(Heron’s formula)[19]과 피타고라스 정리(Pythago-

rean theorem)[2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3.2 반려묘의 행동 분류 및 위치 추정 계층

최근 이미지 인식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놀라

운 성과를 거둔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현재 매우 다양

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21-26]. 그 중, LSTM은 

시계열 데이터인 센서 데이터 등의 학습을 보다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류하거나 경고를 나타내기 위해 빠른 작업이 요구

될 때 유용하게 쓰인다[2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LSTM을 2계층으로 구성하여 반려묘의 행동을 분류

하기 위한 학습 모델로 사용한다.

고양이의 행동 분류 및 위치 추정 계층에서는 3축 

가속도계 정보가 Fig. 5와 같이 2계층 순환 신경망으

로 이뤄진 LSTM의 첫 번째 층에 순서대로 입력된

다. 첫 번째 층 유닛의 출력 벡터는 같은 시간 축의 

두 번째 층을 이루는 기억 유닛의 입력으로 사용된

다. 두 번째 층의 마지막 시간 축 기억 유닛 출력 벡터

는 회귀 층을 거쳐 반려묘의 행동 분류 결과(6가지 

행동)를 도출한다. 반려묘의 위치는 정확한 (x, y, z)

좌표가 아닌, Fig. 6과 같이 미리 설정된 4개의 영역

(‘침대’, ‘급식대’, ‘음수대’, ‘기타’)으로 구분하여 표현

하였다. 이는 변동이 큰 RSSI 신호의 특성상 정확한 

위치 추정이 힘든 점을 보완하고, 반려묘의 위치별 

행동 분석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x, y, z) 위치에서 사료를 먹었

다”의 경우 (x, y, z) 위치에서의 반려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고양이가 침대

에서 사료를 먹었다”와 같이 특정한 영역으로 위치

를 표현할 경우 특정 영역에서의 잘못된(혹은 옳은)

행동에 대한 의미 분석이 용이해진다. 영역 구분은 

Table 1. Difference in number of data before and after 

data augmentation.

Before After

walk 210 378

lick 223 402

sit 334 601

eat 270 486

scratching own body 198 356

claw marking 201 362

train data 1149 2298

test data 287

1. z-coordinate
search

2. y-coordinate
search

3. x-coordinate
search

The size of the experiment space (known
in advance)
The value to be sought

The beacon to raspberry-pi distance

The values determined by Heron’s formula

The value of Pythagorean theorem

Fig. 4. 3D-Coordinate estimation process for loc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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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의 행동 분석 전문가의 저서[28, 29]를 참조하

였으며, 본 논문에서 분류한 6가지의 행동이 발생하

는 위치를 고려하여 유의미한 최소 구분 단위인 4곳

으로 설정하였다.

Fig. 6.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our areas in the 

room.

3.3 반려묘의 행동 분류 및 위치에 대한 분석 계층

반려묘의 행동 분류 및 위치에 대한 분석 계층에

서는 앞선 계층의 반려묘 행동 분류의 결과와 위치 

결과를 종합하여 반려묘의 행동 및 상태를 분석하여 

반려묘의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반려

묘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의학 논문[7-10]에 의하면 

반려묘의 단순 행동만으로도 반려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질병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

구에서는 반려묘 전문가의 저서[28, 29]를 참조하여 

반려묘의 6가지 행동과 위치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반려묘의 질병 및 이상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준

을 Fig. 7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 7은 반려묘의 행동 

정보와 위치, 시간의 증가 감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려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범주를 개략

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반려묘의 ‘먹기’ 행동이 

‘Feed’ 영역에서 평소보다 많이 먹는 행동이 관찰된 

경우는 해당 반려묘가 갑상선 또는 정신적으로 질환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6은 반려묘 전문가

의 수의학적 지식을 트리들로 구성된 숲(forest)의 형

태로 표현한 것으로 컴퓨터 진단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동 탐지된 

반려묘의 행동 분석과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수의학

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규칙기반(결정 트리 구

조)의 질병 분석 시스템에 입력되어 해당 반려묘의 

이상 상황 탐지 및 질병의 유무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이는 본 논문

의 “4.2 반려묘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질병 분석 

시스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행동 분류 성능 및 위치 식별 정확도

반려묘의 행동 분류 성능 및 위치 식별 정확도에 

관한 실험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묘의 행

동 분류 실험에서 사용된 LSTM 모델의 하이퍼-파

라미터(Hyper-parameter)는 epoch=25, batch size=

128, units=10, dropout=0.5, learning late=0.001로 설

정하였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는 확장 전 데이터

를 기준으로 8:2로 나누었고, 이후 학습 데이터에만 

InfoGAN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확장 후 실험을 진행

하였다(Table 1 참조). Fig. 8(a, b)에는 학습 데이터

Fig. 5. LSTM model structure used in the experiment.



Fig. 7. Diagnosis of a cat’s disorder and status using cat behavior and location information[28,29].

(a) (b)

(c)

Fig. 8. Comparison of cat behavior classification performance and location identification accuracy. (a) Performanc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expansion of cat behavior data. (b) Cat behavior classification experiment re-

sults, and (c) Location identification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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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 전ž후로 나누어 반려묘의 행동 분류 성능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데이터 확장 전의 행동 분류 

정확도 성능은 66.1%, 데이터 확장 후의 성능은 96.3

%로 약 30%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InfoGAN의 

학습 데이터 확장이 분류기의 성능 향상에 미치는 

실험적 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Table 2와 Fig. 8(c)는 

반려묘의 위치 식별 결과를 각각 혼동행렬과 그래프

로 보여준다(‘침대’, ‘급식대’, ‘음수대’, ‘기타’ 영역 각

각 96.3%, 91.1%, 92.4%, 91.3%의 식별 정확도/평균 

92.7%). 특히 급식대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는 다

르게 높은 위치(z값)를 가지는 차별성을 보임으로 인

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고, 기타 영역의 경우는 

전체 공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두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의 반려묘 행동 분류 정확도는 96.3%, 위치 식별 

정확도는 평균 92.7%의 우수한 정확도를 보임을 확

인하였다.

4.2 반려묘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질병 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되어 검증된 반려묘의 행동 분류 

및 위치 식별 결과는 반려묘의 질병에 관한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규칙기반의 질병 분석 시스

템에 입력되어 주인이 가정에서도 반려묘의 질병 유

무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혹은 반려묘 전문 수의

사가 진단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묘의 

행동 분석 및 질병 에 관한 전문 수의학적 서적들[28,

29]을 바탕으로 반려묘의 질병 지식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9는 반려묘의 질병 지식 전문가 시스템에서 

사용된 특정한 결정 트리 구조의 예시이다. 결정 트

리에 표시된 기호의 의미는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각 노드에 포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YES일 경우는 

트리의 왼쪽으로, No일 경우는 오른쪽으로 분기된

다. 설명의 편의상, Fig. 9에서 발췌된 두 가지 시나리

Table 2. Confusion matrix for cat positioning discrim-

ination accuracy.

Bed Feed Water Other

Bed 92 0 0 8

Feed 0 96 0 4

Water 0 0 91 9

Other 4 1 4 91

Fig. 9. A particular decision tree representing cat’s diseases knowledge base[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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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설명한다.

1. 시나리오 1은 만성신부전(chronic renal failure)

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반려묘에서 흔히 발병되는 질병

으로, 조기 탐지 및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만성적인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시나리

오 1은 Fig. 9의 파란색 화살표 분기를 따라 1-(a)부

터 1-(f)까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모니터

링 시스템이 고양이의 식사량이 증가한 것을 탐지하

면 1-(a)로 분기되며, 주인으로부터 반려묘의 몸무게

가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No’를, 대변을 보는지

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Yes’를 입력받아 각

각 1-(b)와 1-(c)로 분기된다. 그리고 다음, 다뇨, 다

갈 증상에 대해 주인으로부터 ‘Yes’를 입력받아 

1-(d)로 분기되면, 1-(e)에서 본 시스템의 식수량 모

니터링 정보를 통해 지속적인 음수량을 측정한 결과

를 기반으로 1-(f)로 최종 분기된다. 결국,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반려묘는 만성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

진증(hyperthyroidism), 당뇨병(diabetes) 등의 질병

이 의심된다.

2. 시나리오 2는 허피스 바이러스(herpes virus)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전염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해당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피부염, 구내염, 뇌수막

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

문에 사람으로 전염되기 전에 조기 탐지 및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30]. 시나리오 2

는 Fig. 9의 빨간색 화살표 분기를 따라 2-(a)부터 

2-(d)까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양이의 식사량이 줄었다는 것이 확

인되어 2-(a)로 분기되면, 2-(b), 2-(c)의 순서대로 

아무것도 안 먹는지,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인으로부터 각각 ‘No’ 답변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열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Yes’ 답변을 통해 2-(d)

로 분기되면 해당 반려묘는 감염(infection) 혹은 허

피스 바이러스가 의심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Fig. 10은 위에서 설명한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및 질병 분석 시스템의 실행 화면을 보여준

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면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

뉜다. 먼저, ①에서 고양이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파

악하고, ②에서 고양이의 행동과 위치 정보에 대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에서는 고양이의 일

정 주기별 사료섭취량과 음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④에서는 사용자에게 반려묘의 질병 진단을 위한 질

문을 제시하고 선택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①∼③을 통해 시스템이 반려묘의 이상 상황을 

탐지하면 결정 트리 노드에 포함된 질문에 대해 자동

으로 답변함으로써 결정 트리 분기가 시작되고, 중간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답이 필요한 경우, ④를 통해 

다음 노드로 분기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⑤

에서는 시스템에서 진단된 해당 반려묘의 의심 질병

들을 제시한다.

5. 결  론

반려묘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ICT 기반의 

실용적 연구 및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

다. 하지만, 영상 및 소리 신호에 기반한 반려묘의 

행동 및 소리 분류와 같이 단순히 반려묘의 상태를 

식별하는 수준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

저도 반려묘의 수의학적 지식을 고려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묘에 

관한 수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축이 가능한 비컨 센서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

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반려묘의 행동을 딥러닝의 

LSTM으로 자동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반려묘의 건

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술적ž실용적 

차원의 반려묘 모니터링 및 질병 진단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실제 양육 중인 반려묘를 대상으로 제안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반려묘 행동 분류 정확도는 

96.3%, 위치 식별 정확도는 평균 92.7%으로 우수한 

Table 3. The node types used in the decision tree and 

their respective meaning.

Node type Node meaning

cat’s behavior

cat’s behavior + location

Information that the system
automatically detects.

Information to be entered based on
the user’s observation.

Displaying the name of the
specific suspec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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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정확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되어 검증된 반려묘의 행동 분류 

및 위치 식별 결과는 반려묘의 질병에 관한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규칙기반의 질병 분석 시스

템에 입력되어 주인이 가정에서도 반려묘의 질병 유

무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혹은 반려묘 전문 수의

사가 진단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팀의 최종 목표는 ‘Human Animal Com-

puter Interface(HACI)’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적 

과제로써, 우선 주인과 반려묘 사이의 의사소통에 초

점을 맞추어 주인과 반려묘의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에 관한 다양한 공학적 연구로의 확장 

작업을 향후 연구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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