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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송아지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분변은 질병 진단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아지 분변 이미

지에서 형태, 색상, 질감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변 이미지는 분변 상태에 따라 정

상 송아지 207개와 설사증 송아지 158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송아지 데이터 

중에서 분변 변수의 이미지를 탐지하고 합성곱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 증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 CNN과 GLCM의 속성을 결합한 GLCM-CNN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학습시켰다. CNN의 89.9% 정확도와 

GLCM-CNN는 91.7%의 정확도를 보이는 GLCM-CNN는 1.8%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Among the data used for the diagnosis of calf disease, fe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disease diagnosis. In the image 
of calf feces, the health status can be known by the shape, color, and texture. For the fecal image that can identify the 
health status, data of 207 normal calves and 158 calves with diarrhea were pre-processed according to fecal status and 
used. In this paper, images of fecal variables are detected among the collected calf data and images are trained by 
applying GLCM-CNN, which combines the properties of CNN and GLCM, on a dataset containing disease symptoms 
using convolutional network technolog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NN's 89.9% accuracy and 
GLCM-CNN, which showed 91.7% accuracy, and GLCM-CNN showed a high accuracy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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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해서 강한 

동물이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것이 동

물복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

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에

서 체계적인 관리로 종합적인 농장 동물 복지체계를 추

진하고 있다[1]. 또한 축사의 개체 관리는 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가축의 움직임 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모니

터링과 영상, 이미지 데이터의 추척이 가능하다[2].
송아지가 사는 축사에서는 모든 가축이 같은 환경과 

먹이를 먹고 무리 지어 살고 있어서 한 송아지에서 발생

한 질병 증상이 다른 송아지도 발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한 송아지의 질병 증상과 다른 송아지의 질병증상

에서 발생하는 지지도와 신뢰도에 따라 향상도가 예측

될 수 있다. 또한 송아지 폐사의 중요한 증상은 현재까

지 설사를 주요증상으로 하는 장염과 호흡기감염과 관

련된 폐렴으로 보고되고 있다[3].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 관찰, 분

변 내 병원체 검사, 혈액 검사가 있다. 육안 관찰은 온도

와 맥박을 기록하고 기침, 콧물, 눈곱, 귀, 분변 상태를 

확인한다. 기침은 정상, 간헐적인 기침, 반복적인 기침, 
잦은 기침으로 분류하며, 콧물은 정상, 적은 양의 탁한 

콧물, 양쪽 콧구멍에서 탁한 콧물, 심한 화농성 콧물로 

분류하여 확인한다. 눈곱은 정상, 적은 양의 눈곱, 양쪽 

눈 모두에 눈곱, 많은 양의 눈곱으로 분류하고, 귀는 정

상, 귀를 자주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듦, 한쪽으로 늘어

뜨린 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양쪽 귀를 모두 

늘어뜨림으로 분류한다[4-5]. 분변은 표 1과 같이 점수

로 수치화하며 형태와 색깔로 분류한다. 분변의 색은 황

색, 갈색, 혈변 등과 분변 상태는 고형, 반고형, 묽은 수

양성에 대한 정보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6-8].

Fecal Score 0 1 2 3

base

appearance

Table. 1 Fecal scores 0 to 3 in a 1 increment scale

표 2는 육안검사를 건강점수로 변환하여 점수가 0에 

가까우면 건강한 것이고, 3에 가까울수록 심한 질병 상

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목장주는 항목별로 건강점수 1
점 정도의 질병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치료반

응이 좋지 않을 경유 수의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다[9]. 송아지 질병 탐지나 질병 진단은 24시간을 주기

로 체온 37.9~39℃, 심박 수 80~158 bpm. 습도 2~98%
의 정상 상태의 기침, 콧물, 눈곱, 귀, 분변 상태일 때 정

상으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 온도와 심박 수는 수치 

데이터, 소 상태나 분변 이미지 데이터로 건강 상태를 

탐지할 수 있다.

Table. 2 The clinical sign scoring criteria

Sign Description Score

Temperature 

38.0-39.5℃ 0

39.5-40.0℃ 1

40.0-40.5℃ 2

40.51-41.0℃ 3

41.0℃> 4

Respiratory rate 

  <50 0

50-60 1

60-70 2

70-80 3

80> 4

Degree of nasal 
discharge

Absent 0

Mild 1

Moderate 2

Severe 3

Cough frequency 
degree

Absent 0

Mild 1

Moderate 2

젖소에 공급되는 사료와 대변 점수와의 연관성, 젖소

의 생체 데이터와 축사의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식

능력에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 축산 관리 시스템 운

영을 위한 소의 품종 분류, 열 감지 장치를 장착하여 열 

감지기의 색상 변화를 모니터링, 송아지 질병 예측을 위

한 생체정보 수집하여 원격 진료를 위한 지식 베이스 구

축하는 연구가 있다[10-14]. 돼지우리 급수량 예측과 질

병 개체 파악하는 연구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

축과 gaggle에서 “Zoo Animal Classification”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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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물 개체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

한 다양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15-18].
본 논문에서는 송아지의 배변 이미지를 탐지하여 질

병 유무를 결정을 지원한다. 어떤 질병이 포함되었는지

를 찾을 수 있는 분류 기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 곱 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였다. 

Ⅱ. 송아지 질병 지원 모델과 데이터셋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는 텍스트 기반(Text-Based)
과 내용 기반(Content-Based)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된

다. 텍스트 기반 분류는 텍스트의 주제, 내용, 파일 이름 

등을 텍스트로 정의하고, 내용 기반은 이미지와 비디오

에서 나타내는 형태, 질감[19-21], 색상[22] 등의 통계적

인 특징이나 기하학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를 수행

한다. 
송아지의 분변은 호랑이, 사자, 표범의 동물 객체를 

표피에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류의 모양이나 패턴, 
색처럼 특징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늘, 산, 바다의 

이미지에서 어떤 위치의 하늘인지, 어느 산인지, 바다인

지를 찾는 것은 이미지 자체의 특징만으로 정확한 분류

를 하려면 메타데이터까지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분변의 색과 상태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로 사

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심층 신경망 구조를 활용하여 정

상과 비정상을 분류하였다. 

2.1. 연구방법

Tenser flow 기반의 Python 라이브러리 Keras와 

Numpy를 사용하여 CNN과 이미지처리를 결합한 GLCM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CNN을 적용하였

다. 적용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GLCM-CNN

심층 신경망의 CNN(Deep Neural Network)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컨볼루션(Convolution), 활성화 함수, 서
브 샘플링(sub sampling), 완전 연결(fully-connected) 계
층으로 구성되었다.

컨볼루션 계층은 입력 이미지의 필터와 가중 합으로 

다음 계층에 전달하고 필터는 어떤 특징이 데이터에 있

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함수로 사용한다. 결괏값은 특

징이 있을 때는 큰 값,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0
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원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출

력 크기는 입력 이미지보다 작아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본 이미지 주의를 0으로 둘러쌓아 결괏값이 작

아져서 특징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 입력 데이터에 0 값
을 넣어서 본래의 특징이 희석돼 과적합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제로 패딩을 적용한다. 
필터를 통해 특징맵이 추출되면 활성화 함수를 적용

하여 찾는 특징이 ‘있음’과 ‘없음’이라는 비선형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활성화 함수로부터 찾는다. CNN 활성화 

함수로 식 1로 정의한 ReLU 함수를 사용한다.

  max (1)

서브 샘플링 계층은 추출된 모든 특징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용량 손실이 발생하고 오히려 특징을 잡아내

기 어렵게 돼 일종의 풀링(pooling) 과정으로 최댓값 풀
링(max pooling)을 많이 사용한다. 최댓값 풀링은 필터 

내에서 가장 큰 값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여 샘플

링을 수행한다. 최댓값 풀링을 사용하면 출력 이미지의 

각 픽셀값은 식 2로 정의한다.

  max ∈

            

(2)

완전연결 계층은 추출된 특징값을 기존의 신경 네트

워크에 넣어서 학습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신경망의 은

닉계층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컨볼루션 과정을 통

해 추출한 특징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 추출된 특징은 일정한 형태나 형태, 색상, 

질감을 나타내는 학습 데이터셋을 보여주는데 이미지

의 특징 자체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도

록 한다. 이미지 특징 히트맵에서 붉은색 부분이 더 중

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하늘색 부분이 덜 중요한 특징을 

의미하고 있다. 이미지의 배경과 분변 객체의 모양보다

는 색상과 질감이 송아지 질병을 분류하는 특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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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질병이 있는 경우 객체 내의 파란색의 수용성

을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특징에 수용성을 포함하지 않

기도 한다. 특징 추출된 범위에서 수용성이나 질감과 색

상에 대한 학습이 없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Fig. 1 Heatmap of feature extracted image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질감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서브 샘플링을 위한 GLCM-CNN을 적용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분할 과정을 전 단계에서 질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질감은 이미지 내에 관심 영역이나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표면

의 구조적인 배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GLCM의 

생성에서 설정되는 거리와 방향은 세세한 질감을 가지

는 이미지에 큰 거릿값을 조정하거나 한 쌍의 화소 사이

의 방향으로 하나의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 화소는 모두 

8개의 방향을 가진다. 
이미지 전체에서 어느 한 픽셀과 이웃 픽셀 간의 명암 

대비 측정값을 반환하는 속성 contrast는 식 3으로 정의

한다. contrast는 화소 간의 명암도 차이를 구분하는데 

표현하는 것으로 GLCM의 대각선상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소의 경우 큰 값을 가진다.




∣  ∣  (3)

어느 한 픽셀이 이웃 픽셀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지 측정하는 값을 반환하는 속성 correlation은 식 4로 정

한다. correlation은 화소 사이의 명암도의 선형적인 의존

성에 대한 척도로 이미지를 부드러운 정도를 알 수 있다.





    (4)

GLCM 요소들의 제곱의 합을 반환하는 속성 energy
은 식 5로 정의한다. energy은 ASM(Angular Second 
Moment)이라고도 하며 이미지 내 화소의 명암도가 질

서정연하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명암도의 

균일 정도를 측정하는 계산으로 균일한 이미지의 경우 

energy 값은 1이다.




 (5)

GLCM 요소가 GLCM 대각선에 얼마나 근접하게 분

포해 있는지 측정하는 값을 반환하는 homogeneity 속성

은 식 6으로 정의한다. homogeneity는 균일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며 대각 GLCM의 경우 동질성이 1이다.



∣   

 (6)

GLCM 차원은 화소의 최대 그레이 레벨에 의해 결정

되며 그레이 레벨의 수는 GLCM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

다. 그레이 레벨의 수가 많을 때 계산 부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질감의 특성 분석을 할 수 있다.
표 3은 CNN과 GLCM-CNN으로 학습된 입력 데이터

는 건강한 분변과 질병이 있는 분변 4개에 예시로 나타

낸 것이다. GLCM-CNN의 경우 그레이 이미지 대상으

로 질감 특징을 추출하여 적용한다.

CNN GLCM-CNN

normal

abnormal

pasty

loose

watery

Table. 3 Example of cnn and glcm-cnn images in input 
layer

2.2. 데이터 세트 

실험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을 위해 신체 건강 데이

터와 분변 상태에 따라 정상 송아지 207개와 설사증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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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 158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23]. 
수집된 데이터는 11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표 4에서 나타낸 Feces 속성의 이미지를 전

처리하여 송아지 질병 결정 지원 모델을 학습에 적용하

였다.

Table. 4 Data collection for calf parameters.

parameters. data type classification

feces Image fecal

normal 

pasty

loose

watery

health category normal / abnormal

Ⅲ.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송아지 질병 결정 지원 모델의 다

양한 분류 문제에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능 평가 척도인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F1 
measure를 사용한다. 

Learning rate 학습률은 매우 낮은 학습률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매우 높은 학습률까지 수백 번 반복하여 모

델을 훈련하는 것이다. 학습률이 높을수록 학습속도는 

빠르지만, 최솟값을 차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 반
대로 학습률이 낮아지면, 학습 성능이 떨어지고 국소값

에 머무를 수 있다.
Epoch는 학습 횟수 즉 전체 학습 데이터셋이 모델에 

적용되어 통화했다는 의미로 epoch=10이면 학습 데이

터셋을 10회 학습시켰음을 나타낸다.
Batch size는 1회의 epoch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세트

의 크기를 의미하며 m개(m≥1)의 block batch가 들어갈 

수 있다.
iterations는 전체 데이터를 모델에 한 번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배치의 개수를 의미하며, 300개의 데이터를 

100개씩 3개의 미니배치로 나누었을 때, 1 epoch를 위

해서는 3번의 iteration이 필요하며 3번의 파라미터 업데

이트가 진행한다.
전체 데이터 세트 중 학습 데이터 세트는 70%, 테스

트 셋은 30%로 설정하고 학습 횟수(epoch)는 10, 1회 

epoch 당 batch size는 1로 설정하였다. iteration는 50, 

100, 200을 설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GLCM의 3가지 속

성 중에서 contrast와 energy는 CNN을 향상할 수 있는 

정확도가 더 높지만, homogeneity 속성은 반비례해서 

homogeneity 평균 정확도는 다른 속성인 contrast 및 

energy보다 낮았다.
CNN의 정확도는 89.9%, GLCM-CNN는 91.7%의 정

확도로 1.8%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iteration CNN
GLCM-CNN

C E H

50 0.834 0.891 0.827 0.762

100 0.878 0.826 0.896 0.796

200 0.899 0.839 0.917 0.823

Table. 5 Classification accuracy of glcm-cnn

Dscription of C: Contrast, E: Enery, H: Homogeneity

표 5는 GLCM-CNN의 contrast 속성의 정확도는 반

복이 적었을 때 정확도가 향상한다. 50번의 iteration 후 

CNN은 83.4%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contrast 이미지를 

사용하는 GLCM-CNN은 89.1%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100, 200번의 반복에서는 CNN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

였다. GLCM-CNN의 energy 속성의 정확도는 반복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200번의 iteration 후 

CNN은 89.9%의 정확도를 보였고 energy 이미지를 사

용하는 GLCM-CNN은 91.7%의 정확도를 보였다. 
GLCM-CNN의 homogeneity 속성은 반복 수가 높아질

수록 정확도는 상승했으나 CNN보다 높은 정확도는 보

이지 못했다.
CNN-GLCM의 contrast, energy, homogeneity의 속

성을 사용한 GLCM-CNN에서 contrast와 energy 속성은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homogeneity 속성에서는 정확도

가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CNN와 GLCM-CNN가장 

높은 성능은 표 6과 같으며 GLCM-CNN은 CNN보다 조

금 더 개선된 성능을 포함하고 있다. CNN의 정확도는 

89.9%, GLCM-CNN는 91.7%의 정확도로 1.8%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확도, 정밀

도, 민감도, F1의 종합적인 지표에서 1.8~3.2%의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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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PPV sensitivity F1

CNN 0.899 0.866 0.88 0.863

GLCM-CNN 0.917 0.898 0.891 0.894 

Table. 6 Classification CA, PPV, sensitivity, F1 of glcm-cnn

Ⅳ. 결  론

GLCM 속성을 이용하여 기존 CNN을 결합하는 내용

을 제시하였다. GLCM 이미지로 입력 레이어를 수정하

여 원본 CNN과 비교하여 질감으로 배변이미지를 식별

하여 질병을 분류하였다. GLCM의 속성을 통해 질병 분

류의 정확도가 미세하게 상승했다. 따라서 GLCM- 
CNN의 정확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 GLCM 속성 확장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은 육안으로 알 수 있지만 

대서롭지 않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람의 

일생에서 SNS 기록하는 것처럼 송아지의 일상을 대표

하는 배변이미지를 추가 등록하여 데이터를 추가 하여 

학습 데이터를 쌓아가면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질병을 진

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송아지 질병 결정을 위해 분변 이미지 데이

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였다. 다른 동물의 분변 이

미지 데이터 탐지를 통해 축사 밖의 실시간 동물 질병 

감시 시스템[24], 동물 서식지 분포 파악 및 예측 등의 

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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