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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축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가축의 생산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유

지하는 데 기여한다.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송아지 질병 예측

은 송아지의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송아지 정보는 송아지의 출산 이력과  송아지 생체 정보 

측정, 축사의 환경 정보, 질병 관리를 위한 정보를 사용하며, 온톨로지 개발하여 지식 베이스로 활용하였고, 송아지

의 질병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분석 과정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크워크를 사용하여 추론하였다. 송아지 질병, 원인, 발
생 시기, 증상 등에 대한 송아지 질병 지식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면 그 결과로 정확한 질병 치료에 대응할 수 있

고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urately Diagnosing and managing disease in livestock can help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vity and maintain 
human health. Maintaining the health of livestock is an important part of human health. The prediction of calf diseases 
is carried out by pre-processing the calf  biometric data. calf information is used as information for calf birth history, 
calf biometric inform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on housing, and disease management. It can be developed as an 
ontology and used as a knowledge base. The Bayesian network was used and infer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of calf diseases. Prediction of diseases based on knowledge of calf disease on calf diseases name, causes, 
occur timing, care and symptoms, etc., will be able to respond to accurate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 other livestock 
from being infect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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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쳐 가축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

하여 기르는 동물로써 사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진화

해 왔다. 고대의 소 목축의 규모는 작아서 도축이나 가

뭄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서 

소 떼와 재산 규모에 따라 고유의 경영 전략이 있었고 

소의 전염병 우역(reinterpret)의 유행으로 다량 폐사되

기도 했다. 목축인은 자신의 키우는 소의 털 색깔, 뿔의 

형태, 독특한 버릇, 이력, 생산되는 유우의 양 같은 특징

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어떤 소는 저녁에 큰 소리로 우

는지, 어떤 소가 무리를 이끌고 야영지까지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가 젖을 짤 때 몸을 들썩이는

지도 알았다[1].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축의 

관리에 대한 진화가 시도되고는 있으나 과학기술을 통

한 접근만으로 가축관리 또는 가축질병관리의 목표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다. 가축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발병

하는 인수공통질병이 발생하면서 가축에 대한 도구적

인 관점에서 가축과 인간의 공존관계적 관점으로 인식

을 전환해야 한다는 환경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가

축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는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

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2-4].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

는 것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며 

가축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

능한 가축의 생산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

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5-7]. 개발도상국의 경우 축

산업이 총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203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9].  

축산업의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가축생산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인류가 노

력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는 것은 가축의 

건강과 축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인류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

간의 건강과 연결된 가축의 질병관리는 인간의 질병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가축 사육을 위한 방법으로 축사

의 환경 관리와 가축 개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 사

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 신고와 귀표 부착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비교적 체계적인 관

리를 할 수 있는 가축이다.  분만을 전후로 한 송아지 질

병 분류는 분만 전, 분만시, 분만 후 질병으로 구분되는

데 분만 후 즉 송아지의 출생 직후 귀표 부착 이후 부터 

감지되는 질병으로 영양저하, 제대감염, 대장균증, 한

냉으로 인한 저온증, 패혈증, 백근증, 장독혈증 등이 있

다. 이러한 질병들은 면역상태가 적정수준이하에서 발

생되고 임상증상으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생 송아지 단계에서 발생되는 송아지 설사증은 폐사

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10-12]. 

송아지 설사병의  발생은 포유기에 43.1%이며, 폐렴

과 설사병의 복합성 질병은 20.9%, 호흡기병 30.7%, 기

타 5.3%의 비율로 아주 높다. 설사를 주요 증상으로 하

는 소화기 질병은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초

유 중 면역글로블인은 분만 후 3일경에 급속히 감고되

어 초유 중에 함유된 소 코로나바이러스 항체는 장관 

내에서만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반역 혈액내로 습수된 

혈청 면역항체는 장 감염을 방어하지 못하므로 소 코로

나바이러스는 분만 후 7일이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감

염된 송아지는 약 3주 동안 분변을 통해 대량 배출되고 

다른 송아지로 전파되어 조기에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송아지에 대한 관리는 분만 후부터 위생적 관리

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설사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송아지 설사 발생은 분만 직후 어린 일령에

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10일령 이내에 53.8%가 집중적

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되어 신생송아지 설사는 분만 초

기부터 중요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13,14].  

본 논문의 송아지 질병 예측 과정은 송아지 출산부터

의 이력, 송아지 생체 정보 측정과 축사의 환경 정보와 

질병 관리를 위한 측정 정보를 입력으로 온톨로지를 구

축하여 논리적 추론 절차를 거쳐 질병을 예측하는 송아

지 질병 예측을 지식 베이스로 표현하였다. 추론을 하

는 과정에서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용어 해설을 정의하

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송아지 설사병에 빠

지는 경향을 추론하였다. 

Ⅱ. 관련연구 

가축 질병 예찰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

진다[15-22]. 하나는 가축의 최적 사육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와 다른 하나는 가축 개체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

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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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여준다.

2.1. 질병 예찰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축사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시스템은 축사의 무선 환경정보 수집 노드, 

환경개선 노드, 축사 게이트웨이, 서버로 구성되어 축

가의 산업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상

황 정보에 따라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가축의 최적 

생활 요건과 질병발생시 환경에 따른 정보의 실시간 수

집 및 최적 의 환경을 제어하였다[15].

축사환경과 가축개체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수집된 정보를 전처리하여 가축의 체온과 활동량에 

따라 온톨로지로 표현된 지식을 기반으로 체온과 활동

량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가축의 질병을 예측하였다

[16-18].

가속도 센서와 GPS 로 가축 활동량 정보 이동거리 

열화상 카메라 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가축의 질

병별 활동량 및 체온정보를 비교하여 가축의 활동량의 

감소, 체온의 상승, 사료섭취량의 감소, 설사병에 해당

하는 질병을 예측하였다[19].

가축의 생체신호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가축의 심박수, 호흡수, 운동량 등을 측정하여 상

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로 유효성과 실용성을 보여

줬으나 가축의 질병을 예측하지 않았다[20]. 

2.2. 소의 활동 패턴 분석

가축에 부착되어 가속도센서는 가축 개체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여 운동패턴분석 모듈에서 얻은 가축의 

움직임 정보를 벡터크기를 추출하여 움직임 크기에 따

라 표준편차를 연산에 따라 가축 개체의 활동 패턴을 

판단하였다 값이 변화되는 시점과 활동패턴 임계치를 

생성하고 저장하여 표준편차의 다섯 기준치를 구분하

여 눕기·앉기, 서있기, 반추, 걷기, 방목으로 움직임의 

형태로 활동량을 측정하였다[21].

한우의 발정을 탐지를 위한 활동량 측정  방법에서

는 3축 가속도 센서에서 수집된 값을 신호 벡터 크기

(Signal Vector Magnitude)방법을 적용하여 사람의 걸

음 수를 알아내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 센서에 

수집된 데이터를 에너지 값(E)로 표현하여 소의 활동을 

판단하고 의미 없는 값은 제외하기 위해 임계값 또는 

Our proposed Method H. K. Kim[16] Y. J. Kang[17-19] H. G. Kim[20] M. C. Park[21] 

Ranch 
Environment 
Information

Movement of 
livestock and body 

temperature.

Ammonia
Hydrogen sulfide
Carbon dioxide
Volatile Organic 

Compounds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Humidity

Carbon dioxide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acceleration

Livestock Object 
Management or 

Monitoring
with Animal Device

with Animal 
Device 

with 3-axis 
Acceleration Sensor

with Biosensor 
Module

Plarform
Moblie cloud, 

Android
Wireless Sensor 

Network
Android Web Server

Wireless Sensor 
Network

Bio data
Temperature,

Movement  patterns
Temperature,

Movement  patterns
Temperature,
Active mass

ECG, FSR,
Accelerater

Diagnosis 
Mothed

Ontology and 
Bayesian network

Ontology Challenge Test

User Inteface SmartPhone App Android App
Web Application, 

Mac App
Not specified

Disease 
Considered

Dirrahea

Prediction of 
diseases caused by 

temperature 
measurement.

such as diseaes of 
Activity Decrease,

Feed Intake Decrease,
Temperature Riasing, 

Diarrhea

Table. 1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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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값을 설정하여 필터링 이후의 값을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활동량을 계산하였고 움직임의 형태를 승가, 

달리기, 걷기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22,23].

2.3. 온톨로지와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예측

온톨로지(Ontology)는 개념과 관계 등에 대한 지식

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며, 컴퓨터가 처리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표현되며 지식 재활용이 가능한 메타모델이

다. 온톨로지는 개념과 개념 간의 상호관계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보여 주며    라는 수식으로 나

타낸다. C는 개념의 집합이고, P는 속성들의 집합(개념 

간의 관계)이며,  I는 인스턴스들의 집합(개념이 현실에

서 대응되는 대상)이다[24,25]. 

구축된 온톨로지는 owl: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재

사용하거나 확장하여 사용한다. 온톨로지를 구축하면  

정보 내용에 대한 구조화된 명세로서의 역할과  해당영

역의 지식 공유와 재사용, 해당영역의 제약과 가정에 

대한 명시하고 의미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지식베이스 

구축으로 전문가 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26,27].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사람의 질병 예측

을 위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지식베이스 구축에 관

한 연구는 다양하다[28,29]. 

가축 질병의 형식적 개념 표현에 대하여 가축 객체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장치에서 수집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표현하고 가축 질병 예측 기법

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송아지 질병에 대한 지식을 표현

하기 위해 온톨로지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는 방향성을 

갖는 비순환 그래프를 통하여 집합을 조건부 독립

으로 표현하는 확률의 그래픽 모델이며, 구조는 각 

노드의 링크 “arc”을 나타내는 비순환 그래프(DAG: 

Directed Acyclic Graph)와 조건부 확률 테이블(CPTs: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s)로 구성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질환과 증상 사이의 확률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증상이 주어지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식은 

(1)과 같다.

 




                  (1)

결합 분포에서 의존성이 희박하며 베이지안 네트워

크의 사용은 상당한 양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  전

문 분야의 지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식 

기반의 구조를 식별하고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도메인

에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유용할 

수 있다[30-32].

본 논문에서 온톨로지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결합

하여 가축의 질병명, 원인, 발생시기, 증상에 대한  가축

의 질병 지식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였다.  가축의 

범위는 송아지로 한정하였다.

Ⅲ. 송아지 질병 예측 온톨로지

송아지 질병은 증상, 원인, 발생시기에 대한 송아지 

질병지식을 기반으로 송아지의 기본정보와 생체 데이

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예측하였다. 송아지 질병 데이터

와 질병 지식에 대해 상위 온톨로지와 예측 도메인 온톨

로지로 나타내고 송아지의 질병을 예측하는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 송아지의 생체정보, 축사환경정보, 송아지 

질병 지식을 사용하였다. 출생 직후부터의 송아지 개체

의 정보, 송아지의 생체 데이터 측정하여 송아지 질병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그림 1

은 송아지 질병 예측 시스템의 구성도 나타낸 것이다. 

 

3.1. 송아지 질병 예측 시스템

데이터 추출, 데이터 필터링, 송아지질병예측 온톨 

로지 모델, 서비스 뷰어로 구분된다. 

⦁데이터 추출(Data Extract) 단계는 송아지와 축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 필터링 (Data Filtering) 단계는 1차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장시간에 걸쳐 측정된 데이터로 부터 송

아지의 건강상태, 활동패턴과 축사의 환경 정보에서 나

타내는 새로운 지표 데이터를 발굴하여 전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송아지의 건강 상태와 축사의 환경 변화를 관

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할 수 있어서 송

아지와 축사를 관리할 수 있다. 

⦁송아지 질병 예측 모델(Calf Disease Diagnosis 

Model) 단계는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

를 OWL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추론을 위한 순서는 온

톨로지 환경에서 SPARQL의 질의를 생성 한 후 추론의 

규칙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을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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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Viewer) 단계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

아지 관리자에게 모든 결과를 제공한다. 송아지 질병 

예측 모델은 질병관리본부, 수의사, 송아지 관리자에게 

질병 예측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 데이터 형태

송아지 질병 예측 시스템의 송아지 데이터는 개체 입

력정보와 생체정보, 혈액검사에서 얻어진 생화학, 면역 

및 염증인자 등의 혈액검사 정보와 축사 데이터는 축사 

입력정보, 시설 정보, 센서기반의 정보를 추출한다.

3.2.1. 송아지 데이터

송아지에게 이상증세가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누적

된수치들을 통계 분석하고 이상 수치들의 분포 상황을 

알린다. 송아지의 병적 증상이 예측되면 기록한 수치를 

분석한 뒤 정상 수치와 이상 수치의 누적 횟수와 비율 

예측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1단계는 송아지의 생체정보는 비정상 범위의 이상 

수치를 판단한다. 

⦁2단계는 분석대상을 설정하고 이상 수치의 송아지 

병증 관측 데이터의 실제 수치를 확인한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설정한 뒤 생체 

관측에 대한 통계 분석하여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의 

누적 횟수 및 비율을 구한다.  

⦁4단계는 송아지의 비정상 수치에 대한 결과를 저장

한다.

⦁5단계는 비정상 송아지의 배설물의 이미지를 등록

하고 1차 예측한다. 

⦁6단계는 생화학, 면역 및 염증인자 등의 혈액 검사

를 실시하여 2차 예측한다.

하나의 지표 또는 여러 개의 지표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비정상으로 감지하고 건강 이상에 대한 모니

터링을 시작한다. 표 2는 송아지의 설사 증상의 이상감

지를 판단 기준이다. 

Table. 2 Context definition of calf anomaly detection 
information

Context 
Awareness

Contents

Normal Abnormal

CalfTemperature 38.5℃ Hypothermia
Fervescence 

Heartrate 55-70 Count Under

Respiratory 8-25 Count Under

DairrheaYesNo No yes

BowelMovement
Normal 

Semi-formed
Loose

watery

Movement free
Dysstasia
Astasia

GaitAbnormality

FecesColor

White 
Yellow 
Brown 
Green

Greywhite
YellowGrey

YellowBrown
RedBrown

inBlood no yes

Dehydration less lot

Fig. 1 The Livestock disease Prediction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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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축사 데이터

축사에서는 기초입력정보, 시설기반의 정보, 센서기

반의 정보를 추출하며 기반시설 정보는 축사의 청결상

태, 급수조 청결상태, 급수조 수질 상황정보와 온도, 이

산화탄소, 습도의 비정상을 감지한다. 축사정보의 관리 

상태에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1단계는 축사의 상황정보의 비정상 범위의 이상 수

치를 판단한다. 

⦁2단계는 분석대상을 설정하고 이상 수치의 관측 데

이터의 실제 수치를 확인한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에 의거하여 조건을 설정한 

뒤 상황정보의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의 누적 횟수와 

비율을 구한다.  

⦁4단계는 축사 환경의  비정상 수치 평가 결과를 저

장하여 축사 관리자에게 알린다.  표 3은 축사 환경의 

비정상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Table. 3 Context definition of Ranch anomaly detection 
information

Context 
Awareness

Contents

normal abnormal

Temperature 13-25℃ Over,Under

Co2 350 ppm Over,Under

Humidity 65-70 ％ Over,Under

3.3. 온톨로지 개발

일반적으로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에서 지식을 표

현할 때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OWL-DL(Web Ontology 

Language-Description Logic)을 사용하여 송아지 설사

병에 대한 온톨로지 모델을 생성하였다. OWL-DL은 온

톨로지를 생성하고 편집할 때 계산의 완전성을 보장하

며 최대한의 표현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온톨로

지 모델을 편집하기 위해 protêgé를 사용했다. protêgé

에서 제공하는 추론 엔진을 사용하였고 추론규칙을 생

성하였다. 

그림 2는 기본 온톨로지 구조를 보여준다. owl:Thing 

클래스는 시스템 클래스로 가축 질병 예측 온롤로지

(CDDOM: Calf Disease Diagnosis Ontology Model) 의 

루트로 정의하며 클래스(class)는 individual을 포함하

는 집합이며 클래스 구성에 대한 정확한 요구 조건을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Calf” 라는 클래스는 도메인

에서 송아지를 나타내는 individual을 포함하고 있다. 

class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계층으로 구분된다. 

CDDOM은 Calf, Disease, Diarrhea로 분류했다. Calf 클

래스는 송아지의 개체(instance or individual in protêgé) 

정보를 나타내며 각각의 송아지 객체에 대한 증상 및 

기타 병력을 저장할 수 있다.

Fig. 2 Basic ontology model for Livestock Disease

Disease 클래스는 모든 질병의 수퍼 클래스를 나타내

며,  모든 송아지 질병은 Disease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이다.  Diarrhea클래스는 하나만 존재하며 서브 클래스

는  DiarrheaSymptom가 있다. 설사병의 모든 증상을 통

제하는 수퍼 클래스이다. 

CDDOM에는 여러 가지의 개체의 특징을 나타내며 

일부 객체는 특정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은 DiarrheaSymptom라는 하위 클래스의 개체로써 

‘coronavirus’를 가진다는 표현이며, 실선으로 “is a” 관

계로 상속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has 

individual” 관계로 포함을 나타낸다. 즉  클래스에 나타

낼 수 있는 개념과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하위 클래스 

DiarrheaSymptom는 individual인 ‘coronavirus’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3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individual

그림 4는 CDDOM의 송아지 질병의 모든 증상 중 일

부를 확장하여 보여준다. 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의 비

정상과 설사유무, 분변상태, 분변색, 분변내 혈액여부, 

탈수정도 등의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class, 

property, individual로 표현된 중상이고 대부분 송아지 

설사병에 관련된 부분이다. 인스턴스 DairrheaSymptom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10 : 1898~1908 Oct. 2017

1904

은 증상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고 Diarrhea는 Disease

클래스의 하위클래스이다. 온톨로지는 하위 클래스로 

보다 많은 것을 강조할 때는  individual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사병의 증상은 표 4와 같이 “Red, Slow, 

lot, Hypothermia, Alone, coronavirus, stress”의 개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송아지 설사병에 

관여된 바이러스성 병원 미생물중의 하나이며, 송아지 

설사병 발생 증상에서 감염성 원인 유형에 해당한다. 

감염원인체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설사병으로 예측

한다. 

Table. 4 rules used to diarrhea diseases in the Calf 
Disease Care ontology model

[Acute_diarrhea :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Red),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Slow),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lot),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Hypothermia),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Alone);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stress);

   (Calf sf : Have_This_Symptom sf : coronavirus);

       → (Calf sf : May_cause sf : Acute_diarrhea)]

3.4. 생성 규칙

온톨로지는 각 노드가 개체를 나타내는 특정 개념을 

형식화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추론엔진

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을 정의한다.  생성규칙

은 질병의 증상으로부터 병명을 추론하는 생성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론 규칙 또는 생성 규칙으로 

불린다. 

생성 규칙은 그림 5에서 보여준다. 이 규칙은 온톨로

지를 만들고 예측을 위한 과정에서 “IF 증상 THEN 질

병명”의 형식으로 증상으로부터 질병명을 추론할 수 있

어서 생성 규칙의 조건부는 증상을 결론부에서 가능성

이 있는 질병명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중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변명이 여러 개가 있으므로 or 연

산으로 서술한다. “IF 증상 THEN 질병명1 or 질병명2 

or 질병명3”으로 서술할 수 있다. 

Fig. 5 Rule Base

Fig. 4 Extended calf diarrhea ontolog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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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송아지 온톨로지 표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아지의 증상을 기록하는 

Calf 클래스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송아지ID가 Calf10

은 온톨로지를 사용하고 생성 규칙은 가능성 있는 질병

을 추론하는 데 사용한다. 온톨로지 모델에서 Calf10 송

아지는  lot, stress, Red, cononavirus 증상을 가지고 있

다. 온톨로지 모델에서 누적된 송아지 증상은 그림 6과 

같은 온톨로지 그래프와 OWL은  표 5로 나타낸다.

Fig. 6 Example of a Calf's disease ontology graph

Table. 5 Example of a Calf's disease ontology 

<owl:CalfIDindividual rdf:about="&Calf10; Calf10">
  <ref:type rdf:resource="&Calf10; Calf"),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stress"/>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Red"/>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lot"/>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coronavirus"/>
</owl:CalfIDindividual>

Ⅳ. 베이지안 네트워크 적용

3.4절의 생성 규칙을 사용하여 CDDOM을 정의하고 

3.5절에서 송아지의 온톨로지 사례가 제시되었다. 그러

나 CDDOM은 인스턴스의 확률을 나타낼 수가 없다. 예

를 들어 그림 6에서 보이는 Calf의 온톨로지가 그림 6에 

정의 된 Diarrhea 규칙을 사용하여 추론되었을 때 그 결

과는 송아지가 Diarrhea의 확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론 결과에 확률적 속성을 추가. 예를하였다. 예를 들

어, 송아지는 때때로 “Alone”의 행동을 보이면서 얼마 

동안은 “Stress” 행동이다. 따라서  일부 증상은  다른 

증상보다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CDDOM에서 보

다 더 가능성 있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첫째 CDDOM을 베

이지안 네트워크로 병합하고, 그 다음은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 각 해당 노드 옆에 표시하

고, 셋째는 베이지안 확률의 추론을 적용한다.

4.1. CDDOM을 BN으로 병합

CDDOM 모델이 확률을 수용하도록 베이지안 네크

워크와 병합한다. 그런 다음 베이지안 네크워크를 사용

하여 노드의 확률을 추론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DDOM 과 베이지안 네크워크의 병합된 간단한 예

이다.  CDDOM의 모든 개체에 대해 방향성 그래프로 

연결할 수 있다.

Fig. 7 Example the transformation of an ontology model 
into a Bayesian network

방향성 그래프 또는 생성 규칙의 속성에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isease A의 질병명 “Acute diarrhea”

는 “YellowBrown”의 증상명 Symptom A의 “원인이 될 

수 있는”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이 방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도 방향성 그래프를 나타내고 추론 규칙

은 언제든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베이지안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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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도 바로 생성 된다. 온톨로지와 베이지안 네트워크

의 통합 후다음 단계는 베이지안 확률 모델의 확룰적 

조건을 포함한다. 주석이 달린 클래스와  속성을 사용

하여 베이지안 확률 모델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 그림 7

에서 추론 결과에 확률적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4.2. 조건부 확률 테이블

조건부 확률 테이블은 해당 노드에 표시할 수 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정의하는데 이는 추론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8과 

같이 조건부 확률 테이블의 간단한 예제를 보여준다. 

각 노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Stress, Dehydration, 

inBlood, FecesColor” 노드의 확률 정보를 제시하고 

“Acute_ Diarrhea”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라 할 수 

있다.

Fig. 8 Example o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s into 
a Bayesian network

4.3. 베이지안 확률의 추론

송아지 Calf10가 네 가지 유형의 증상, 즉 lot, stress, 

red, coronavirus개체를 포함할 때 그림 8과 같이 네 가

지 증상에 “Acute_diarrhea”질병명에 대한 확률(또는 

빈도)를 100 %로 설정하였다. 무작위 변수의 집합에 대

해,  규칙을 사용하여 조건부 확률로부터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or  

      (2)

증상 “Acute Diarrhea”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베이

지안 네트워크 확률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베

이지안 네트워크에서에서 얻은 최종 결과는 그림 9에 

보여주었다. Acute Diarrhea 확률은 표 6과 같이 보여주

며, 온톨로지 기반으로 저장된 결과를 확인 할 수도 있

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저장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Encoding prequency and probabilistic properties 
in the ontology

<owl:CalfIDindividual rdf:about="&Calf10; Calf10">
  <ref:type rdf:resource="&Calf10; Calf"),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stress"/>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Red"/>
  <Have_This_Symptom rdf:resource="&Calf10;lot"/>
  <May_0.73_Probability_Cause_This_Disease rdf:resoure
     ="&Calf10;Acute_diarrhea"/>
</owl:CalfIDindividual>

Fig. 9 Example o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s 
into a Bayesian network

Ⅴ. 구현 및 결론

센서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리

자 가 입력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하여 표 7과 같이 

개발환경에서 구현하였다.

Table. 7 Development Environment

Division Contents
server NT

DB Oracle ver. 11.20
language PhoneGap java, jsp, java script, html, css

Mobiles OS Android 6.0

 

그림 10은 개체 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송아지

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용 어플 화면

과 환경 정보는 축사의 축사 상태, 급수조 상태, 급수 수

질, 조사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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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f object input App interface

그림 11는 축사 내에 모든 송아지 개체들의 활동량을 

분석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며, 이를 이용하여 이상 행동

을 하는 객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온톨로지 기반의 추

론 시스템은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이상 행동

하는 개체들에 대한 질병 가능성에 대한 예측하여 수의

사나 축산 농가에 통보하여 이상 행동하는 송아지를 집

중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12는 축사내 환경의 이상 

중상을 감지할 수 있는 분석 화면을 나타낸다.

 

Fig. 11 Calf object data

Fig. 12 Ranch sensor data

지식표현의 핵심인 온톨로지와 통계적 확률을 포함

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송아지 질병 

예측을 제시하였다. 송아지를 관리하는 수의사와 목장 

관리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서 송아지 질병 

예측을 위한 임상 자료의 보관 상태가 미비한 현실이다. 

질병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데이터가 부족한 형편이지

만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장착하여 생

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얻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연구하였다. 추후 많은 데

이터가 쌓이면 보다 정확한 송아지 질병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모델에서 온톨로지 모델에서 추론까지 

시간은 5527ms, 베이지안 네트위크 모델에서 추론까지

의 시간 5520ms이다. 온톨로지와 베이지안 모델의 표

현력과 처리 성능 평가를 통해 구현 능력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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