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국내 농가는 물론이고 도심지역, 묘지 등 야생동
물 출현 빈도와 피해 금액이 커져서 이를 예방하
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필수적인 현실이다. 
또 농가에서 농작물을 마음대로 따가는 도둑들도 
증가하여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GPU 성능의 발달과 빅 데이터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객체 인식이 정확해지고 그 정
확도는 사람을 넘어섰다. 또 주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객체를 인식하는 열화상 카메라 역시 발달
되고 대중화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객체
인식과 적외선 카메라와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한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농가 피해 방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딥러닝을 위해 구글의 오픈 라이브러리인 텐서
플로(Tensorflow)를 이용해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고 
학습시키며 열화상 카메라의 객체인식은 OpenCV 
Object Detecti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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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지만 현 시스템은 정부 측 포수들
이 직접 야간에 총과 손전등을 이용해 동물들을 찾아다니며 포획하는 상황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피해 받는 즉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야간에도 동물이나 사
람을 인식 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딥러닝을 사용한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탐지하고 
쫓아내거나 빠르게 포획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amage to farms due to wild animals such as wild boars and elks increases every year, but, in the current 
system, the catchers from government hunt animals by using guns at night as making an effort to detect wild animals 
personally by using flashlights. This is very time-inefficient and immediate follow-up action on being damaged is not 
possi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ystem which can detect and recognize the wild animals or the people with 
high accuracy using thermal imaging camera and infrared camera in company with deep learning technology, so that 
could kick out or catch the wild animals more quickly than current syste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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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카메라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정확도를 올리며 안드로이드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조치한다.
                                        

II. 본  론

2.1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야간 관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와 미리 학습시
켜둔 모델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인식한다.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OpenCV를 이용한 객체 인식을 
통해 야생동물을 인식한다.
  만약 야생동물이 인식된다면 서버를 통해 어플
리케이션으로 알람을 준다. 알람을 받은 농장주인
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
인하고 야생 동물이 싫어하는 소리나 레이저를 이
용해 야생동물을 자동으로 쫓아내거나 포획을 원
할 경우 근처 포수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포수는 출동해서 포획이 가능하다면 요청을 수
락하고 만약 출동이 불가능하여 요청을 거절하면 
자동적으로 야생동물을 쫓아낸다. 또 이렇게 인식
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자주 출몰하는 
장소, 시간 등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한다.

그림 1. 농가 피해방지 시스템 개요도

2.2 Detection 모델 설계

  본 시스템에서 야생동물들을 Detection 하는 기
술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힌 동물을 OpenCV Object Detection 라이브러리
를 이용해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외선 카

메라에 찍힌 야생동물을 미리 학습시켜둔 Model을 
이용해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인다.
  열화상 카메라는 [표 1]처럼 열을 이용해서 촬영
하는 카메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 경우 화면에 
붉게 표시되며 연기, 빛 등 날씨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적외선 카메라는 [표 1]처럼 주간뿐만 아
니라 야간에도 높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지
만, 흐린 날에는 비교적 화질이 떨어질 수 있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
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탐지의 정확도
를 높인다.

표 1.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야생동물

적외선 카메라로 
관찰한 야생동물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한 야생동물

2.2.1. 열화상카메라 객체 인식 모델

  열화상 카메라의 사람인식에는 Dalal과 Triggs의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논문에서 사용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Descriptor 와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열화상 카메라의 야생동물 인식에는 Viola와
Jones의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논문에서 사용한 
Haar-like feature와 Cascade training 방법을 사용하
였다. [표 2]는 멧돼지 인식을 위한 Haar-cascade 
classifier 생성에 사용한 data set의 예시이며, 
positive image로는 멧돼지 열화상 이미지 100개를 
사용하였고, negative image로는 농가를 가정한 배
경이미지 200개를 사용하였다.

표 2. Haar-cascade classifier 생성에 사용한 

positive image(좌) 와 negative image(우) 예시

Positive Image Negativ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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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적외선카메라 객체 인식 모델

  두 번째 방법인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한 딥러닝 
인식 방법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인식한다. CNN
을 이용해 OpenCV에서 처리된 이미지를 사람이 
인식된 경우(Human), 동물이 인식된 경우(Animal), 
아무것도 아닌 경우(Nothing) 3가지로 분류한다. 
Data set은 구글 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를 이용
하며 [표 3]처럼 낮에 촬영한 경우와 밤에 촬영한 
경우 각 3천장을 학습시킨다.

표 3. data set 예시

Case1. 야생동물이 인식되었을 경우

Case2. 사람이 인식되었을 경우

Case3. 아무것도 아닌 경우

  CNN모델로는 Google 의 Inception V3모델을 사
용하였다. Inception V3 모델은 2015 ILVRC 대회
에서 우승 한 모델로 총 45개의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시스템 에서는 Parameter 들이 미리 
Tuning된 Inception V3모델을 가져와서 이 시스템
에 필요한 Data set만 추가하여서 학습하였다.
  학습은 NVIDIA TITAN X 그래픽 카드가 4개 
장착된 GPU서버를 이용하였다.

그림 2. Deep Learning 서버 환경

2.3 Detection 모델 결과

  IoT device의 성능을 고려하여 카메라의 매 프레
임마다 detection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IoT 
Device에 과부하가 걸려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Background Subtraction 영상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면적 임계값 80 보다 큰 이동물체를 탐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프레임을 가져와서 Detection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2.3.1. 열화상카메라 객체 인식 결과

  OpenCV에서 제공하는 Object Detection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여 열화상카메라에서 객체를 인식하였
다.
  [그림 3]은 OpenCV에서 제공하는 사람 검출을 
위해 미리 학습된 기본계수로 SVM 분류기를 설정
하고, 이를 HOG Descriptor객체에 적용하여 보행자 
열화상 영상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림 3. OpenCV를 사용한 보행자 열화상 이미지 

인식 결과

  탐지영역의 신뢰도는 2.26445565로 나왔으며, 
Classifier 신뢰도 0.5 이상의 믿을만한 결과가 나왔
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모델 설계과정에서 미리 학습시킨 
Haar-cascade Classifier를 이용하여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멧돼지를 인식한 결과이다.

그림 4. OpenCV를 사용한 멧돼지 열화상 이미지 

인식 결과

  [표 4]은 [그림 4]에서 탐지된 영역인 4개의 

ROI(Region Of Interest)의 신뢰도를 나태낸 표로

서, 모두 Cascade Classifier 신뢰도 0.5 이상으로 

측정되어 높은 정확도가 나왔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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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aar-cascade classifier 멧돼지 탐지 결과 

신뢰도 

ROI 1 ROI 2
confidence 2.04972312 2.85548341

ROI 3 ROI 4
confidence 2.07211 2.04972312  

2.3.2 적외선 카메라 객체 인식 결과

표 5. 실제 영상 알고리즘 수행 결과

야생동물이 나오는 영상 인식 결과(91%)

사람이 나오는 영상 인식 결과(89%)

아무것도 아닌 경우 영상 인식 결과(94%)

설계된 Inception V3 모델 검증 결과를 위해 
Validation set 500장(Case1 200장, Case2 200장, 
Case3 100장)을 이용하였다. 사진은 가까이에서 찍
힌 사진부터 먼 거리에 찍힌 사진, 흐릿한 사진 등 
다양한 사진을 이용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
한 야생동물로 구성된 Validation set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Animal(동물이 탐지된 경우), Human(사람이 
탐지된 경우), Nothing(아무것도 아닌 경우)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확도를 출력한다. [표 5]는 실제 
영상을 가지고 Test한 결과이다.
  Validation 결과 아래와 [표 6]과 같은 수치가 나
왔다. 총 성공률은 91%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Validation 결과

Case1로
인식

Case2로
인식

Case3으
로 인식

성공률

Case1 181 4 15 90.5%
Case2 7 179 14 89.5%
Case3 3 2 95 95%

III. 결  론

  이 시스템은 야생동물의 사진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
용해 야생동물을 탐지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
템이다. 농가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지만 묘지 훼손 방지, 주요 산책로 위험 감지는 물
론이고 도난방지 야간 CCTV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두 개의 카메라를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모션 
센서, 레이더를 이용해 인식하는 현재의 시스템보
다는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며 카메라
의 성능이 개선될수록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도 있다.
  또 CNN 모델 설계 시 Inception V3를 사용했지
만 좀 더 정확도 높은 VGGNet이나 최근에 나온 
많은 Neural Network를 이용해 설계한다면 정확도
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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