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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양돈 업계에서는 돼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리인 1명

당 약 1,000마리에 이르는 규모의 돼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돼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불가능하며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돈사 천장에 카

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정보로

부터 돼지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다양한 모니

임베디드 보드에서 영상 처리 및 딥러닝 기법을
혼용한 돼지 탐지 정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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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object detection accuracy with a single image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advance of deep learning techniques, the detection accuracy for pig monitoring is challenged by occlu-
sion problems due to a complex structure of a pig room such as food facility. These detection difficulties
with a single image can be mitigated by using a video data.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method in
pig detection for video monitoring environment with a static camera. That is, by using both image
processing and deep learning techniques, we can recognize a complex structure of a pig room and this
information of the pig room can be utilized for improving the detection accuracy of pigs in the moni-
tored pig room. Furthermore, we reduce the execution time overhead by applying a pruning technique
for real-time video monitoring on an embedded board. Based on the experiment results with a video
data set obtained from a commercial pig farm, we confirmed that the pigs could be detected more accu-
rately in real-time, even on an embedde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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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딥러

닝 기술을 적용한 객체 탐지기[1]들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의 신체 일부가 돈

방내 시설물(facility)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등의 겹

침(occlusion) 현상에 의한 정확도 하락 이슈가 남아

있으며, 실제 농장에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돼지 모니터링 응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 돼지를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실제 농가에서는 돈방내 암모니아 등 열악한 환

경으로 주기적으로 고장난 CPU/GPU를 교체(지난 

수년간 돈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카메라내 PCB 보드가 암모니아 등에 

의해 부식되어 평균 수명이 1년 미만)해야 하는데, 유

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Jetson

Nano[2] 정도의 저가 임베디드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돈사 비디오 모니터링 환경에서 딥러닝 기

반 객체 탐지기의 돼지 탐지 문제를 해결(즉, 비디오 

처리를 위한 실시간 속도를 만족하면서 돼지 탐지 정

확도 개선)하고자 하며,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 중 

처리속도 대비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YOLOv4

[3]의 경량화 버전인 TinyYOLOv4[3]에 제안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돈방내 설치된 고정 카메라(static

camera)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과 영

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돼지 탐지기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딥러닝 기

반 객체 탐지기의 결과를 입력받아 영상 처리에 활용

하고, 이러한 영상 처리 결과를 다시 딥러닝 객체 탐

지 결과의 보정용으로 활용하여 객체 탐지의 정확도

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순환 구조 방법을 제

안한다. 특히, 고정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데

이터에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를 적용한 박스 단위

의 객체 탐지 결과를 지속적으로 입력받아 배경 추출

용 파라미터[4]를 갱신함으로써 개선된 픽셀 단위의 

배경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돈방내 

먹이통 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돈방내 시설물 정보를 이용하여 딥러닝 

객체 탐지 결과를 검증하거나 보정함으로써 정지영

상에 대한 객체 탐지 결과의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inyYOLOv4[3]에 프루닝 기법을 적용

하여 엔비디아의 Jetson Nano[2] 보드에서 실시간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제안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돈사에

서 획득한 비디오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제안 방법

은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3] 대비 정확도 및 

처리속도가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모니

터링할 돈방의 시설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돼지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

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상 처리 및 

딥러닝간 지속 튜닝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4장에

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

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에 대하여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우선 돈방내 돼지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돼지들의 건강이나 이상 상황을 탐지

하는 선행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돈방내 

돼지들의 집단적인 행동 변화를 탐지하여 건강 상태 

등의 문제를 신속히 탐지하는 연구가 발표되었고[5],

매일 돈방내 돼지들의 움직임 양을 비교하여 이상 

상황 여부를 탐지하는 연구[6]와 돈방내 돼지들의 집

단적인 공격 행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연구[7]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돼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돼지의 무게는 돼지의 건강 및 성장 상태, 적정 무게 

도달 여부를 통한 돼지의 출하 여부 및 사료 배급량

을 결정하며, 특히 가성비 기준 적정 출하 시점과 저

성장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관리인

이 직접 돼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대신, 돈사 천

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정보에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돼지의 무게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8],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저성장돈을 탐지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

다음으로는 본 연구와 보다 관련이 있는 개별 돼

지 탐지에 대한 여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예를 

들어 깊이 카메라와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서있

는 돼지를 탐지[10]하거나 근접한 돼지들을 분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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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깊이 카메라와 RGB 카메라의 정보를 융합하여 

조명 변화가 심한 입력 영상에서 전경인 돼지 픽셀들

을 추출[12]하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저가의 깊이 카메라는 깊이값의 정확도 한계에 

따라 보다 넓은 면적을 모니터링하는데는 한계가 있

어, 많은 연구들이 통상적인 RGB 카메라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결과들을 최근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접 돼지들을 분리하기 위해 딥러닝 객체 탐

지기의 결과를 영상 처리 기법으로 후처리하는 결과

[13],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의 계산양을 감소시켜 

임베디드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결과[14],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돼지들의 포즈를 탐지하는 결과[15]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돼

지를 탐지 및 분할하는 결과[16], 두 개의 딥러닝 모

델을 앙상블하여 돼지 탐지의 정확도를 개선한 결과

[17], 딥러닝 앙상블 기법의 수행시간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기법을 적용한 결과[18]들

도 최근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돈 농가의 돈방에는 먹이통 등의 시설물(facility)

이 있으며, 돈방내 시설물에 의한 겹침(occlusion) 현

상과 같은 정확도 하락 이슈가 남아있다(Fig. 1 참조).

즉, 돈방내 돼지들의 신체 일부가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겹침 현상 등에 의하여 False Negative

(FN, 돼지를 탐지하지 못하는 미탐지–Fig. 1에서 노

란색으로 표시) 에러 및 False Positive(FP, 거짓 돼

지를 탐지하는 오탐지–Fig. 1에서 빨간색으로 표

시) 에러들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영상 처리 및 딥러닝으로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상 처리 및 딥러닝의 정확

도를 상호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돼지가 있는 돈방에 tilted-down-

view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객

체 탐지기인 TinyYOLOv4[3]에 적용하여 객체 탐지 

박스들을 획득한다. 이후, 고정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데이터에 TinyYOLOv4를 적용한 탐지 박스 

단위의 객체 탐지 결과를 지속적으로 입력받아 개선

된 픽셀 단위의 배경(background) 영상을 획득한다.

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전경(foreground) 및 시설

물(facility) 추출 영상을 획득한 후, 획득한 시설물 정

보를 반영한 합성(composite) 영상으로 TinyYOLOv4

를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전경 및 시설물 정보를 이용

해서 TinyYOLOv4 탐지 박스들의 confidence score

를 수정하여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Fig. 2는 돼

지들의 신체 일부4가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겹침 현상 등에 의한 FN 및 FP 에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영상 

처리 및 딥러닝으로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상 처

리 및 딥러닝의 정확도를 상호 보정할 수 있는 본 

논문의 제안 방법에 대한 전체 구성도(크게 Fig. 2에

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처리” 모듈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후처리” 모듈로 구성)를 나타낸다.

3.1 전처리(Pre-Processing) 모듈

먼저 TinyYOLOv4 탐지 결과로 얻은 탐지 박스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원본 영상에서 탐지 

박스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픽셀 평균값을 구한

다. 그 후, 영상의 픽셀 중 현재까지 배경 영상을 갱신

하면서 계속해서 탐지 박스 영역에 속했던 픽셀은 

배경 영상에 한번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

Fig. 1. TinyYOLOv4[3] Detection Errors (i.e., FN and FP Errors) caused by the Facilities in a Pi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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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경 영상의 해당 위치는 현재 영상의 픽셀 평균

값으로 대체한다. 또한, 실제 배경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제 배경에 맞추어 배경 

영상을 점차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재 프레임에서 탐지 박스 영역 외는 각 픽셀마다 이

전 프레임에서 생성된 배경 영상과 비교하여 현재 

영상의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의 값이 더 크면 배경 

영상의 픽셀값을 1 증가, 작으면 1 감소시킨다. 그러

나 같은 위치에 지속적으로 오탐지가 발생될 경우,

배경 영상에 노이즈가 생성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 일정 프레임 동안 배경과 현재 영상의 같

은 위치의 픽셀값이 10 퍼센트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 

배경의 해당 픽셀값을 해당 위치 픽셀의 배경 기준값

으로 설정한다. 즉, 배경과 현재 영상의 픽셀값이 10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배경 영상을 갱신하지 

않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 기준값을 위한 프

레임 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고,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돼지들이 존재하는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TinyYOLOv4 탐지 결과를 활용하여 

매우 정확히 배경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 차(현재 프레임 영상의 픽셀값과 같은 위치에 

있는 현재 배경 영상의 픽셀값 차의 결과)를 통해 전

경 영상을 추출한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정확한 배경 영상으로부터 매우 정확히 전

경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TinyYOLOv4 탐

지 박스 정보를 이용한 배경 생성 및 갱신과 전경 영

상 추출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로 정리하면 Algorithm

1과 같다.

Fig. 2. Overview of a Proposed Method.

Fig. 3. Illustration of a Backgrou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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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YOLOv4를 사용한 객체 탐지에서 Fig. 1과 

같이 시설물 뒤에 가려진 객체들에서 오탐지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안한 전배

경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물 영상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객체의 전체적인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영역은 객체를 가리는 시설물이 있다고 판단

하기 힘들기에, 배경 차로 구한 전경 영상에서 객체

가 존재하는 영역의 정보를 이용한다.

먼저, 전경 영상의 전체 픽셀 평균값과 전경 영상

에서 각각의 탐지 박스 영역에 대한 픽셀 평균값을 

구한다. 대부분의 전경 영상에서 객체 영역의 픽셀값

이 배경 영역보다 높기에 전체 영상과 탐지 박스 영

역을 비교했을 때 탐지 박스 영역의 픽셀 평균값이 

더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탐지 박스 영역의 픽셀 

평균값이 전체 영상의 픽셀 평균값보다 낮으면 해당 

탐지 박스 영역은 False Positive(객체가 없는데 있

다고 판단하는 오탐지)로 간주하여 갱신에서 제외한

다. 갱신이 진행되는 전경 영상의 탐지 박스 영역에 

존재하는 픽셀 중 탐지 박스 영역의 픽셀 평균값보다 

높은 곳(객체가 존재하는 곳)에 대해 시설물 영상에

서 같은 위치의 픽셀값을 1 감소한다.(모든 영역이 

겹친 시설물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겹친 시설물 

영상의 초기값은 모두 255로 설정한다.) 또한, 획득한 

배경 영상이 현재 영상의 배경과 완벽히 일치할 수 

없고 전경 영상과 시설물 영상에 노이즈를 발생시키

기 때문에, 일정 프레임마다 보정 작업을 한다. 본 

실험에서는 1만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너무 작은 값의 픽셀 변화가 이루어지면 노이즈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

약 픽셀값이 245 이상(일정 프레임 동안 10 미만 감

소)이면 초기값(255)으로 변경한다. 또한, 시설물 내 

노이즈로 생긴 구멍이나 외곽선 깎임을 보정하기 위

하여, 픽셀값이 255인 영역의 좌우와 위아래의 픽셀

들 값을 255로 변경한다. 본 논문의 전경 영상을 이용

한 시설물 생성 및 갱신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로 정

리하면 Algorithm 2와 같고,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정확하게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Fig. 4. Illustration of a Foreground Image.

Algorithm 1. Update Background & Extract Foreground

Input : Current_frame = Current video frame
Box_list = Box list for previous frame from TinyYOLOv4
BG = Background image for previous frame

Output : New_bg = Updated background image for current frame
FG = Extracted foreground image for current frame

count = accumulated values for each pixel (array form)
acc_value = value for accumulation
img_avg = Current_frame’s pixels average

excluding Box_list position
for( all Current_frame’s pixels = Cur_pix ) {
if( Cur_pix included in Box_list in all frames )
New_bg’s pixel value at same position = img_avg

else if( Cur_pix included in Box_list position )
New_bg’s pixel value = BG's pixel value(both at same

position)
else {
if( count[ Cur_pix ] > acc_value )
if( diff BG’s pixel and Cur_pix value < 10% )
if( Cur_pix > BG’s pixel value )
New_bg’s pixel value = BG’s pixel value + 1

else
New_bg’s pixel value = BG’s pixel value - 1

else
if( diff BG’s pixel and Cur_pix value < 10% )
count[ Cur_pix ] = count[ Cur_pix ] + 1

else
count[ Cur_pix ] = 0

if( Cur_pix value > BG’s pixel value )
New_bg’s pixel value = BG’s pixel value + 1

else
New_bg’s pixel value = BG’s pixel value – 1 }}

FG = subtract New_bg from Current_frame for all pixels
Return New_bg and FG

Fig. 5. Algorithm for Updating a Background Image and 

Extracting a Foregrou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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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필요한 전처리 작업에 대하여 시설물 정보

가 담겨있는 전경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설물 부

근에서는 겹침으로 인하여 오탐지가 빈번하게 발생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로 인한 겹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서의 전처리 작업을 제안한

다. 먼저 시설물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전경 영상에서 

시설물의 영역으로 정의한 255의 픽셀 값을 원본에 

같은 위치에 픽셀 값으로 적용시켜 Fig. 8과 같이 새

로운 시설물의 정보를 포함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

때, 해당 영상에서 돈사의 벽에 해당되는 영역 또한 

시설물로 간주되어 255의 픽셀 값을 가지게 된다. 마

지막으로, TinyYOLOv4가 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파

악하도록, 원본 영상 대신 시설물 영역의 픽셀값이 255

로 변경된 합성 영상(즉, Fig. 2에서 하늘색으로 표시

한 “Composite Image”)을 생성하여 TinyYOLOv4

학습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3.2 후처리(Post-Processing) 모듈

TinyYOLOv4와 같은 1-stage 탐지기의 특성상 

탐지와 분류를 동시에 실행하기 때문에 2-stage 탐

지기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탐지 정확도가 낮은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전처리로 획득한 정보들을 이용하

여 TinyYOLOv4에서 생성하는 박스 신뢰도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해당 탐지 박스의 신뢰도가 부족한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해당 박스에 전경 픽셀이 얼마나 포함

되는지 계산한다. 앞서 전처리 과정에서 획득한 해당 

박스의 전경 픽셀과 탐지 박스에서 전경 픽셀을 제외

한 배경 픽셀을 이용하여, 현재 전경 픽셀과 배경 픽

셀의 비율이 전체 박스 비율의 0.5보다 낮을 경우 거

짓 박스라고 정의한다. 이때 획득한 시설물 정보는 

전경 픽셀 또는 배경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 비

율 계산시 해당 시설물 영역의 픽셀은 제외한다. 또

한, TinyYOLOv4로 돼지 탐지의 정확도를 측정하였

을 때 약 90% 정도 되기 때문에, 박스의 임계값 T를 

90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박스의 신뢰도 점수는 수식 (1)과 (2)

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여기서, Ratio는 현재 박스의 

전경 픽셀과 배경 픽셀의 비율, Confidence_Box_

Count는 현재 조정하는 박스가 총 박스 중 몇 번째 

박스인지, 그리고 Total_Ratio는 현재 조정하는 박스 

이전까지 누적되어 계산된 박스들의 평균 Ratio를 의

미한다. 또한, 신뢰도 조정에 의한 False Positive를 

억제하기 위하여, TinyYOLOv4의 NMS의 신뢰도 

Algorithm 2. Update Facility Image

Input : FG = Foreground image for current frame
Box_list = Box list for previous frame from TinyYOLOv4
Facility = Facility image for previous frame

Output : New_facility = Updated facility image for current frame

img_count = current number of frames
edit_value = value to edit every few frame
img_avg = FG’s pixels average
all pixels of Facility copy to New_facility
for( all box in Box_list = Cur_box ) {
box_avg = Cur_box position’s pixels average in FG
if( box_avg > img_avg ) {
for( Cur_box’s all pixels in FG = Cur_pix ) {
if( Cur_pix value> box_avg )
New_facility’s pixel value = Facility’s pixel value – 1 }}}

if( remainder obtained by dividing img_count by edit_value = 0 ) {
for( all New_facility’s pixels = Cur_pix ) {
if( Cur_pix’s value > 245)
Cur_pix’s value = 255 }

for( all New_facility’s pixels = Cur_pix ) {
if( Cur_pix = 255 )
all pixel’s value around Cur_pix = 255 }}

Return New_facility

Fig. 6. Algorithm for Updating a Facility Image.

Fig. 7. Illustration of a Facili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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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인 0.45를 기준으로 박스 신뢰도를 반영하여 

수식 (1)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 수식 (2)와 같이 

New_Info 값이 1보다 적을 경우 False Positive를 

가정하여 신뢰도 점수를 감소시키고,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True Positive를 가정하여 신뢰도 점수를 

증가시키는 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신

뢰도 조정 후 Updated_Confidence_Score가 T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해당 객체 정보를 유지하지만, 신

뢰도 점수가 T보다 작을 경우 해당 객체 정보를 삭제

한다. 본 논문의 영상 정보를 이용한 탐지 박스 신뢰

도 검증 및 보정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로 정리하면 

Algorithm 3과 같다.

Fig. 10은 시설물 주변의 전경 정보와 박스 정보

(설명을 위하여, 전경 위치를 흰색, 배경 위치를 검정

색, 시설물 위치를 회색으로 표시한 영상 전처리 모

듈의 결과를 “Related Information”으로 명시)를 이

용하여 TinyYOLOv4의 박스 신뢰도 점수를 미세 조

정한 예시를 나타낸다. 후처리 모듈의 Algorithm 3을 

이용하여 신뢰도 점수를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신뢰

도 점수가 기준값 T(T = 90)을 넘지 못한 박스들은 

삭제하였다. 즉, “FP Error Case”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시설물 근처의 오탐지 박스 신뢰도 점

Fig. 8. Illustration of a Composite Image with Raw and Facility Images. 

_ _

  __  
(1)

__  _  경우 _      _
_≥ 경우 _      _

(2)

Algorithm 3. Update Confidence Score
Input
FG = Foreground image for current frame
Facility = Facility image for current frame
Box list B for current frame from TinyYOLOv4
Box confidence threshold T(T = 90)
Output
Updated box list B’ for final detection

Initialize:
B’ = B;
Sort B’ with ascending confidence order:
static Total_Ratio = 0, Confidence_Box_Count = 0;
Background_p = 0, Object_P = 0;
for each box b in B’ do
for y = min_y in max_y do
for x = min_x in max_x do
if Facility then
continue;

if FG then
Object_P++;

Background_p++;
Ratio = Object_P / Background_p;
Total_Ratio = Total_Ratio + Ratio;
Confidence_Box_Count++;
New_Info = Ratio / ((Total_Ratio / Confidence_Box_Count) * 0.45);
if New_Info < 1 then
confidence(b) = confidence(b) - (100 - T) * (1 - New_Info)

else
confidence(b) = confidence(b) + (100 - T) * (New_Info - 1)

if confidence(b) < T
Delete b from B’;

Return B’;

Fig. 9. Algorithm for Updating Confidence Scores of 

TinyYOLOv4 Bounding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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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90에서 82로 조정함으로써 오탐지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반면, “FN Error C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 근처의 미탐지 박스 신뢰도 점수를 

87에서 99로 조정함으로써 미탐지 에러도 줄일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실험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바른양돈 내

에 70마리 돼지가 활동하는 돈사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해당 돈사는 천장의 높이 제약 때문에 돈방

내 절반의 영역만을 사선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카메

라를 설치하였다. 즉, 영상 데이터 획득을 위해 돈사

의 중앙을 기준으로 2.1 m 높이의 기둥에 약 45도 

각도로 QNO-6012R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1920 × 1080 해상도의 돈방내 돼지들 영상 데이

터를 30FPS(Frames Per Second)의 속도로 획득하

였다. 이후, tilted-down-view로 촬영된 영상 내 돼

지들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Warp Per-

spective 영상 처리 기법[19]을 적용하였다. 또한, 엔

비디아의 Jetson Nano(quad-core ARM A57 com-

plex, NVIDIA Maxwell™ architecture with 128

NVIDIA CUDA cores, 4 GB 64-bit)[2] 보드에서 실

시간을 만족하기 위해 입력 영상을 512 × 288 해상도

로 줄인 후,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3]과 제안 

기법의 성능(정확도 및 처리속도)를 비교하였다. 학

FP Error Case FN Error Case

Before
Update

Related
Information

After
Update

Fig. 10. Illustration of Updated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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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Ubuntu 16.04 LTS OS, Intel Core i7-7700K

4.20 GHz CPU, GeForce RTX 2080 Ti(4352 CUDA

cores, 11 GB VRAM) GPU, 32 GB RAM 환경에서 

iteration은 40,000, learning rate은 0.00261으로 설정

하였고, 하동을 제외한 다양한 농장에서 획득한 966

장으로 학습후 하동 농장에서 획득한 200장으로 파인

튜닝하였다. 테스트는 하동 농장에서 획득한 200장

으로 엔비디아의 Jetson Nano 보드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Algorithm 1을 통해 고정 카메라에서 획득되

는 비디오 데이터에 TinyYOLOv4를 적용한 박스 단

위의 객체 탐지 결과를 지속적으로 입력받아 개선된 

픽셀 단위의 배경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Fig. 11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된 배경 영상을 보여준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lgorithm

1에서 제안한 배경 영상 노이즈 제거를 통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경 영상이 보다 정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2는 획득한 시설물 정보를 보

여준다. 시설물 내 노이즈로 생긴 구멍이나 외곽선 

깎임을 Algorithm 2를 통해 보정하였으며, Fig. 12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물 영상이 보다 명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은 본 논문의 제안 방법과 전경 추출용 영

상 처리 방법인 GMM(Gaussian Mixture Model)

[20] 및 SubSENSE[21], 그리고 전경 추출용 딥러닝 

방법인 BSUVnet 2.0[22]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경 구분 및 

노이즈 해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시설물 주변의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TinyYOLOv4의 박스 신뢰도 점수를 미세 조정한 결

과를 나타낸다. 후처리 모듈은 TinyYOLOv4의 결과

를 받아 Fig. 14의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의 

신뢰도 점수를 감소시키는 보정 작업을 통하여 False

Positive 에러가 될 수 있는 TinyYOLOv4의 탐지 결

과를 제거(Fig. 14의 오른쪽)할 수 있으며, Fig. 14의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박스의 신뢰도 점수를 증

가시키는 보정 작업을 통하여 False Negative 에러

가 될 수 있는 TinyYOLOv4의 탐지 결과를 유지

(Fig. 14의 오른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후

처리 모듈이 TinyYOLOv4의 모든 오탐지(FP) 및 미

탐지(FN) 에러를 해결할 순 없지만, 신뢰도 기준값

(T) 근처의 에러들을 해결함으로써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5는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와 제안 방

법의 최종 탐지 결과 중 일부(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임 선정)를 보여준다. 시설물 주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도 TinyYOLOv4가 하나의 객

체를 2개 이상으로 중복 탐지하거나 배경을 객체로 

탐지하거나 객체를 탐지하지 못하는 에러들의 일부

가 제안 방법의 전처리 및 후처리 모듈에 의하여 보

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탐지기가 생성

한 박스의 신뢰도 점수가 극히 낮거나 오탐지된 박스

의 위치가 근접한 전경 픽셀과 일정이상 겹침이 발생

한 경우 등에서는 제안 방법으로도 에러가 보정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안 방법을 엔비디아의 Jetson Nano

보드[2]에서 실시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이 

제안하였던 클러스터링 기반 프루닝 기법인 필터 클

러스터링 기법[23]을 TinyYOLOv4에 수정 적용하

였다. 즉, CNN 기반 객체 탐지기인 TinyYOLOv4에

서 계산량이 가장 많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3×3 필터

들을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그룹화하였고 각 그룹중 

놈 값이 큰 필터만 남겨두고 나머지 필터들은 제거함

으로써 TinyYOLOv4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었다.

Table 1은 엔비디아의 Jetson Nano 보드에서 베

이스라인으로 사용된 TinyYOLOv4와 본 논문의 제

안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TinyYOLOv4에 비하여 정확도는 높고 처리속

도는 낮은 YOLOv4의 성능을 같이 비교함으로써, 제

안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성능을 비교할 

때 사용한 AP0.5과 FPS(Frames Per Second)는 객체 

탐지 정확도와 처리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성능

Table 1. Performance (Accuracy and Speed) Comparison on a Jetson Nano Board [2].

Method
Accuracy (AP0.5)

↑
Speed (FPS)

↑
Integrated Performance
= Accuracy×Speed ↑

YOLOv4[3] 0.94 1.2 1.12

Baseline: TinyYOLOv4[3] 0.92 18.36 16.89

Proposed Method 0.96 30.60 29.37



Raw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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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th Frame

50,000th Frame

70,000th Frame

90,000th Frame

Fig. 11. Illustration of Updated Background Images within Continuous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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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Facility

10,000th Frame

30,000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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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th Frame

90,000th Frame

Fig. 12. Illustration of Updated Facility Images within Continuous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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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rame A Sample Frame B Sample Frame C

Input

GMM
[20]

SubSENSE
[21]

BSUVnet 2.0
[22]

Proposed

Fig. 13. Comparison of Sample Foreground Images.

Fig. 14. Illustration of Error Reduction by Post-Process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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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이다. 먼저, AP0.5(Average Precision with 0.5

IoU)는 PASCAL VOC 등의 객체 탐지 벤치마크에

서 사용하는 정확도이며, 수치가 클수록 높은 정확도

를 의미한다[24]. 즉, IoU(Intersection of Union) 0.5

기준 평균 정밀도를 의미하며, “TP(True Positive)

Case”와 “FP(False Positive) Case”를 이용하여 계

Baseline : TinyYOLOv4[3] Proposed

Fig. 15. Detection Results of Baseline and Propo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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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Precision과 “TP(True Positive) Case”와 “FN

(False Negative) Case”를 이용하여 계산된 Recall의 

반비례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낸 값이다. 또한 1초

당 처리된 프레임의 수로 정의되는 FPS는 비디오 

응용의 처리속도로 널리 사용되며, 수치가 클수록 높

은 처리속도를 의미한다. 즉, 통상적으로 초당 30장

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프레임이 지연없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객체 탐지의 처리속도가 30FPS 이상이면 

실시간 처리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확도와 처

리속도를 곱하여 하나의 통합 성능지수(Integrated

Performance)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높

은 통합 성능을 의미(즉, 완벽한 정확도를 의미하는 

AP0.5 = 1.0과 실시간 처리속도를 의미하는 30FPS를 

곱하면 30.0의 통합 성능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전처리(3.2절) 및 후처리(3.3절) 모듈과 모델 경량화

에 의하여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

대비 정확도가 4% 개선되었으며, 수행 속도도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은 

YOLOv4에 비해서도 더 높은 정확도 및 약 25배 빠

른 처리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와 제안 방법의 정확

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TP, FP, FN,

Precision = TP/(TP+FP), Recall = TP/(TP+FN)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를 프루닝하여 처리속도를 1.6배 개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전처리(3.2절) 및 

후처리(3.3절) 모듈의 효과로 FP의 증가를 최소화하

면서도 FN을 그 이상으로 감소시켜 TP가 증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

인 TinyYOLOv4를 경량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Pre-

cision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Recall을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 전체 정확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Nano 보드에서 구현한 제안 방

법의 화면 디스플레이를 캡처하면 Fig. 16과 같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실제 돈사에서 돼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돈방에서의 정확한 돼지 

탐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딥러닝 기술을 적

용한 정지영상용 객체 탐지기들의 정확도가 크게 개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방내 돼지들의 신체 일부

가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겹침 현상 등에 의

하여 False Negative(FN, 돼지를 탐지하지 못하는 

미탐지) 에러 및 False Positive(FP, 거짓 돼지를 탐

지하는 오탐지) 에러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돈방내 설치된 고정 카메라에서 획

득되는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과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돼지 탐지기의 정확도를 개선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

기의 결과를 입력받아 영상 처리에 활용하고, 이러한 

영상 처리 결과를 다시 딥러닝 객체 탐지 결과의 보

정용으로 활용하여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지속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순환 구조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고정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데이

터에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기를 적용한 박스 단위의 

객체 탐지 결과를 지속적으로 입력받아 배경 추출용 

파라미터를 갱신함으로써 개선된 픽셀 단위의 배경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돈방내 먹이

통 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돈방내 시설물 정보를 이용하여 딥러닝 객체 

탐지 결과를 검증하거나 보정함으로써 정지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결과의 FN 및 FP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딥러닝 탐지기를 프루닝 기

법으로 경량화하여 엔비디아의 Jetson Nano 보드에

서 실시간에 동작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돈사에

서 획득한 비디오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제안 방법

은 베이스라인인 TinyYOLOv4[3] 대비 정확도(0.92

에서 0.96으로 개선) 및 처리속도(18.36FPS에서 30.60

FPS로 개선)가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Table 2. Accuracy Comparison in Detail.

Method
TP
↑

FP
↓

FN
↓

Precision
↑

Recall
↑

Baseline:
TinyYOLOv4[3]

4060 456 413 0.89 0.90

Proposed Method 4198 562 275 0.88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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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앙상블 모델[17]을 활용하거나 영상 처리 

결과를 직접 딥러닝 탐지기에 attention map 형태로 

입력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확도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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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

정보학과 학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처리, 딥 러닝, 알
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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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학과(학사)
2021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

정보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처리, 병렬처리, 딥 

러닝

안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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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
2019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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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영상처리, 딥러닝,

소프트웨어개발

백 화 평

2017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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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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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팀장)
2003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병렬처리, 영상처리, 융합 IT

박 대 희

1982년 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1984년 고려대학교 수학과(석사)
1989년 플로리다 주립대학 전산

학과(석사)
1992년 플로리다 주립대학 전산

학과(박사)

1993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인공지능, 융합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