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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축산업계는 현재 고효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

축들에 대한 실시간 건강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축들의 건강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설정, 수집하여 가축들의 건강을 관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악조건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우리 내 돼지를 Tracking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

고자 한다. 

 

1. 서론 

전세계적으로 농축산업계는 현재 고효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축산업계의 경우 가축들에 대한 실시간 건강 관

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

축들의 건강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한 실정이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상주 인력을 배치

시키기 어려운 농·축산가의 환경으로 인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경향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요소들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부 축종별 인증농장 통계에 따르면 양돈, 젖

소 농가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이 양돈 0.3%, 

젖소 0.2%로 합쳐 0.5%에 불과하다. 동물복지 인증을 

얻기 쉬운 양계장과는 달리 양돈, 축사 농가의 경우 

거의 모든 농가를 스마트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실험을 위해 조성된 이상적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수집된, 적은 양의 데이터만

으로도 가축들의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

의 변수들을 설정, 수집하여 악조건 속에서도 시스템

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개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과 엉켜있는 돼지 각각을 식별[1]하여 이 정보
들을 양돈에 활용하고 있다. 돼지 우리의 구조에 따
라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물과 얽혀있는 돼지들
의 경우 개체 식별이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딥 러닝 기술 중에서도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한 객체 탐지 방법인 YOLO[2] 를 이용해 다
양한 각도에서 돼지를 식별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나, 여전히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돼지를 
식별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선 상에 카
메라를 설치하여 돼지를 식별하였다. 

 
Figure 1 돈사 구조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
다. 위 사진은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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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사용된 장비 및 프레임워크 
 GPU 는 NVIDIA TITAN 을 사용하였고, 사진

은 Realsense Camera 를 통해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프
레임워크는 pytorch 의 mmTracking toolbox 라이브러리
에서 pre-trained 모델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데이터셋
으로도 높은 margin 을 얻어낼 수 있었다. mmTracking
은 여러 모델들을 baseline 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ResNet[3]에 MOT 챌린지의 데이터셋으로 
pre-trained된 모델에 튜닝을 하여 진행하였다. 

 
Figure 2 Residual Network[3] 구조 

 
 
 

3-2. 실험 결과 

 

 

 
Figure 3 작고 좁은 돈사 내부에 밀집되어 있는 돼지들. 높
은 margin을 보여주었다. 

mmTracking 은 중국에서 개발한 pytorch toolbox 로 
밀집되어있는 다수의 인간들을 식별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돼지 데이터는 
150 장으로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였으나 탐지해내는 
대상을 사람에서 돼지로 바꾸어 튜닝하여 실험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식율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ResNet 과 Multi Object 
Tracking Challenge 데이터셋 그리고 연구실에서 확보
한 소량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비이상적 환경 내에서 
돼지를 식별해보았다. 본래 군중을 탐지하기 위해 개
발된 Toolbox 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anomaly data detection을 통해 비
일상적인 상황들을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해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징후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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