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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지능형 카메라 응용 축산 보조 알고리즘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연구 필요성

o 체중의 확인을 통해 성장 장애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o 현재의 체중 측정은 각 개체를 체중계로 이동시켜 측정하므로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는 방식임.

o 감소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종사자 수와 반대로 대형 축산농가는 증가하고 있어, 한 명의 종사자가    

  관리해야 할 소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음.

o 축사에 설치된 카메라를 기반으로 소의 체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항시 측정 및 필요 인력의 감소가 가능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다양하고 선명한 영상 데이터의 획득

o 카메라를 통해 획득되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의 특정 몸 부위 수치와 면적의 정밀한 측정

o 측정된 몸 부위의 수치와 면적을 통해 개체의 체중 예측

□ 주요내용

o 강원대학교 부속 목장에서 다양한 몸무게를 가진 12마리에 대해서 Top-view와 Side-view 영상을 획득함

o 획득한 영상에서 일정 변화량 이상의 영상을 선별함.

o 선별한 영상에서 소의 영역을 픽셀 좌표로 마스킹하여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함.

o 소가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픽셀 단위의 정밀한 분할을 딥러닝 기반의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활용

해 진행함.

o 결과로 얻은 소의 영역에서 체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를 측정함. 

o 체고, 가슴 너비, 몸 길이는 체중과 0.5 이상의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들임.

o 체중은 성장기에는 체고와 강한 상관관계, 성체기에는 몸 너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요소들과 연령을 고려해 체중을 예측함.

o 연구는 현재 소 영역 분할을 위한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계에 있음.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top-view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딥러닝 기반 segmentation 알고리즘(Mask R-CNN)을 통해 

  영상 내에서 소의 영역을 분할함.

o 사진과 같이 소와 배경 영역의 분할이 가능

o 사람의 영역 분할과의 유사도 [IOU] : 93.8%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추후 연구가 마무리되면, 영상 데이터 기반의 체중 측정 알고리즘이므로, 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축산 농가 관리자에게 시간과 인력의 절감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o 현재의 체중 측정 주기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소의 성장을 확인하고 성장 장애 및 질병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축산농가의 인력 및 노동 에너지의 투입을 줄이고, 성장과 질병에 조기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