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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체온은 가축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체온이 즉각 변화한다. 따라

서 정확한 체온 측정은 스마트 축사 관리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축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표피 부착형 센서의 경우 외기 및 센서의 부착상태에 따라 측정되는 체온 값이 크게 변화하고, 측정되는 체온이 가축

의 실제 심부체온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목 부착형 센서를 이용하여 소의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회귀방안과 특정온도 이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는 분

류방안을 다양한 기계학습방안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소의 심부체온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 방안을 통해서 소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축사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BSTRACT 

The body temperature of livestock is directly related to the health of livestock such that it changes immediately when 
there exists health problem. Accordingly, the monitoring of livestock’s temperature is one of most important tasks in farm 
management. However, the temperature of livestock is usually measured using skin-attached sensor which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outside temperature and the condition of attachment which results in the inaccurate measurement of 
temperature. Herein we have proposed new scheme which estimates the body core temperature of cow based on measured 
data from neck-attached smart sensor. Especially, we have considered both schemes which estimate the exact temperature 
and which detect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 based on machine learning. We have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high 
temperature can be detected accurately. The proposed scheme can be used in monitoring of health condition of cow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ar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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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축의 체온은 건강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많은 축사에서 가축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한 많은 정보

를 얻는다[1]. 젖소의 경우 심부체온 (Body core temperature)
은 질병의 유무 판단, 발정기 예측, 출산시간 예측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1]. 특히 [2]의 연구에서는 외기 

온도에 의한 젖소의 우유생산량을 측정하였고 외기 온

도가 특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유생산량이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3]의 연구에서는 젖소의 심부체온을 이용

하여 젖소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자궁근축염 

(Metritis), 유선염 (Mastitis), 파행 (Lameness) 및 폐렴 

(Pneumonia)을 진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젖소의 

심부체온이 평균보다 0.8도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심부체온 

측정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

으면, 빠른 치료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비를 통해 가

축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Fig. 1 Wearable sensor to measure temperature of cow.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온이 가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목에 온도 센서를 부

착하여 적외선 혹은 접촉형 온도센서를 통해 체온을 측

정하는 방식이다 [1, 4, 5]. 이러한 방식의 경우 간단하게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피체

온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축 건강상태와 관

련 있는 심부체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영향

(직사광선, 외기온도)에 측정값이 크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4]. 또한 보통 목에 센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가축

의 움직임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의 질내 혹은 직장 

내에 온도센서를 부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센서

의 부착이 어렵고 센서가 배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6]의 연구에서는 가축이 삼킬 수 있는 스마

트 센서인 E-Pill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센서의 

가격이 비싸고 가축의 소화정도에 따라서 매번 센서를 

다시 넣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체온측정방식의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 목 부착형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소의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젖소 및 한우 7두에 목 부착형 장치와 직장 삽입

형 센서를 부착하고 각 센서를 통해 10분단위로 표피체

온, 심부체온, 운동량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였

다. 이후 최근 축산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방안을 이용1)하여 목 부착형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로 직장 삽입형 센서에서 

측정된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7-9]. 
구체적으로 심부체온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회귀방

안과 39도 및 39.5도 이상이 되는 경우만 예측하는 분류

방안을 개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목 부착형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로 소의 실제 심부체온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심부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8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제
안방안의 사용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목 부착형 센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소의 심부체온 상승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은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고려한 기계학습 방안에 대해

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심부체온 예측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도출된 방안의 

성능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논문을 마무리 한다.

1) 최근 사물인터넷 센서가 축사에 보급되면서 축사관련 빅데이

터 구축이 가능케 되었는데 기계학습 방안은 이러한 빅데이

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가 10000개 이상으로 

매우 많으므로 이론적 분석보다는 기계학습을 통한 분석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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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수집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실험축사에서 2018년 6월
에서 8월간 7두의 젖소 및 한우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소의 생체데이터는 목 부착형 장치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에 부착한 센서(CIDR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되었고 데이터는 10분 간격으로 수집되

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중 문제가 발생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총 12685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2 CIDR sensor to measure body core temperature.

목 부착형 장치에서는 접촉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

정한 표피온도, 광(IR)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

피온도, 외기 온도, 습도, 가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 값

이 측정되었고, 직장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는 심부체

온을 측정하였다.

Table. 1 Attribute of data for cow.

Explan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Body temperature (Touch sensor) 35.37 1.89
Body temperature (IR sensor) 35.54 1.61

Ambient temperature 30.48 3.47
Humidity 70.61 10.60

Temperature- Humidity Index 82.01 4.38
Acceleration (X) 74.21 11.83
Acceleration (Y) 20.93 11.34
Acceleration (Z) 30.62 14.12

Acceleration (Sum) 125.77 17.71
Gyro (X) 7.42 6.24
Gyro (Y) 5.15 4.08
Gyro (Z) 5.13 4.31

Body core temperature
(CIDR sensor) 38.49 0.39

표 1에는 측정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었

다. 표1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기의 영향에 

의해 소의 평균 표피온도는 35도 정도로 실제 심부체온 

값인 38.49도에 비해서 3.5도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준편차가 1.6 이상인 표피온도와 달리 심

부체온의 표준편차는 0.39로 표피온도에 비해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촉온도 센서보다는 광온도 

센서의 표준편차가 작으므로 광온도 측정값이 더 안정

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 of measured body skin temperature 
and body core temperature.

그림 3에는 측정된 소의 표피온도와 심부체온을 같

이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심부체온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목 부착형 장치에서 측

정되는 체온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통해서 목 부착형 장치가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Hexagonal graph of body skin temperature and 
body core temperature.

마지막으로 그림 4에는 소의 표피체온과 심부체온을 

hexagonal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전반적으로 모든 표피체온 영역에서 심부체온의 

평균값인 38.5도가 고르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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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표피체온이 고온인 경우에는 심부체온 또한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표피온도를 

기반으로 정확한 심부체온 예측은 어렵지만 심부체온

의 비이상적인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Ⅲ. 사용된 기계학습 방안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장 삽입형 센서의 경우 

정확한 심부체온 측정이 가능하지만 부착이 어렵기 때

문에 실제 축사에서 용이한 활용이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 부착형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

용하여 심부체온 값을 예측하는 방안을 기계학습을 기

반으로 개발하여 목 부착형 센서만을 이용하여 손쉽게 

심부체온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방식(Regression)과 

분류방식 (Classification)의 기계학습 방안을 이용하였

다. 우선 회귀방안에서는 목 부착형 센서에서 수집된 데

이터 (표피체온, 외기온도, 습도, 가속도, 자이로) 및 소

의 특성(젖소 및 한우 여부)을 이용하여 직장 삽입형 센

서로부터 측정된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분류방안에서는 소의 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직장에서 측정된 심부체온의 값과 이 값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이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값이 기

계학습의 라벨이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회귀방안에서는 선형회귀방식 

(Linear regression), 회귀트리방식 (Regression Tree) 및 

아다부스트방식 (AdaBoost regression)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형회귀방식에서는 선형방정식을 이용하

여 심부체온을 예측하게 하였고 입력 데이터 셋의 

feature 수가 적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추가적

인 정규화(Regularization)는 고려하지 않았다. 회귀트

리방식에서는 결정트리구조를 이용하여 값을 예측하였

고, 트리의 최대 깊이는 6으로 설정하였다 [10]. 마지막

으로 아다부스트방식은 예측이 잘못된 값들을 적응적

으로 고려하는 앙상블 (Ensemble) 알고리즘으로 본 연

구에서는 base classifier로 깊이가 4인 회귀트리를 사용

하였다. 회귀방안들의 정확도 예측을 위해서 평균제곱

근 오차 (Mean Squared Error, MSE) 및 R2-score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 [9, 1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분류방안으로는 로지

스틱 분류방안 (Logistic classification), 결정트리방안 

(Decision tree), 서포트 벡터머신 방안 (Support vector 
machine, SVM) 및 랜덤 포레스트 방안 (Random forest) 
들이 고려되었다 [9, 10].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분류방

안에서는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분류를 하고 결정

트리방안에서는 트리알고리즘을 분류에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대 깊이가 6인 결정트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포트 벡터 머신 방안에서는 초평면 (hyperplane)
을 이용한 분류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커널을 사

용하여 분류를 하도록 학습시켰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

레스트는 여러 개의 트리를 사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

으로 각 트리의 깊이는 4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류 방

안의 성능분석 지표로는 0(온도가 임계점 이하)을 1(온
도가 임계점 이상)로 예측하는 거짓양성 (False Positive, 
FP)과 1을 0으로 예측하는 거짓음성 (False Negative, 
FN)을 고려하였다. 

또한 분류방안의 사용에서 각 라벨의 불균형으로 인

해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라벨 값이 1이 되는 경우 (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인 경우)가 전체 데이터의 5% 또는 1%밖에 

되지 않는 것2)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분류방안을 사

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라벨 값을 0으로 예측

(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

터에서 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인 경우인 경

우만 데이터를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서 라벨 값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의 비율을 1:1로 맞추고 각 분류방안을 

학습시켰다. 

2) 실제 소의 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보통

의 경우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체 데이터에서 이러한 데이

터 수가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소의 심부체온을 임의로 상

승시켜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3) 이 경우 정확도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심부체온에 이상이 발

생한 경우(심부체온이 39도 혹은 39.5도 이상 상승한 경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분류방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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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분석

본 장에서는 개발된 소 심부체온 예측방안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데이터 중 90%는 

트레이닝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기계학습 알고리즘 

구현은 Python 및 Scikit-learn 패키지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우선 회귀방안의 성능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에 

기계학습으로 예측된 심부체온(실선)과 실제 측정된 심

부체온(점)을 함께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기계학습 방안들이 평균적인 값을 예측하지만 39
도 이상 상승하는 심부체온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of regression algorithms 
for body core temperature prediction. 

다음으로 선형회귀기반의 심부체온 예측의 성능을 

표2에 나타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목 부착형 장비로는 정확한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림 4에서의 

우리의 예상과 일치한다.

Table. 2 Accuracy of regression algorithms for body 
core temperature prediction.

Algorithm MSE R2-score

Linear regression 0.38 -9

Regression tree 0.4 -0.045

Adaboost regression 0.36 -2

다음으로 분류방안의 성능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6
과 7에 온도가 39도, 39.5도가 되는 것을 예측하는 방안

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예측 값은 실선, 측정값은 점).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트리구조 및 랜덤 포레스트 기반 

방식의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9
도 보다 39.5도의 경우에 예측이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for body core temperature prediction (39℃).

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for body core temperature prediction (39.5℃).

마지막으로 고려한 기계학습 기반 심부체온 분류방

안의 성능을 표3에 나타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9도보다 39.5도 이상일 경우에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트리기반의 알고리즘 (결정트

리 및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결정트리의 경우 8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심

부체온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결과를 통해서 심부체온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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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부체온의 이상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Accuracy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for body 
core temperature prediction.

Algorithm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39℃ 39.5℃ 39℃ 39.5℃

Logistic classification 67 82 63 79
SVM 66 78 53 69

Decision tree 65 80 84 88
Random forest 64 73 72 83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 부착형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계학습 방안을 사용하여 소의 심

부체온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목 

부착형 센서 및 직장 삽입형 센서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에 다양한 기계학습방안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목 부착형 센서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상체온에 도달한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방안의 사용을 통해서 소

의 심부체온 이상여부를 목 부착형 센서만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가 발생한 개체를 빠르게 치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

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개발한 심부체온 측정방

안을 실제 축산농가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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