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 22~27, Jan. 2020

반려동물 모니터링을 위한 YOLO 기반의 이동식 시스템 설계

이민혜1·강준영2·임순자3*

Design of YOLO-based Removable System for Pet Monitoring

Min-Hye Lee1 · Jun-Young Kang2 · Soon-Ja Lim3*

1Postdoctoral, Department of Computer Information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4150 
Korea
2Student,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54538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54538 Korea 

요  약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주인의 부재 시에도 반려동물의 상태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용 CCTV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모니터링에는 지역적 한

계가 있어, 다수의 CCTV를 필요로 하거나 반려동물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 모니터링의 지역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딥러닝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이동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객체 검출 신경망 모델의 하나인 YOLO(You Look Only Once)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이를 기

반으로 라즈베리파이에 적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객체를 추적한다. 라즈베리파이와 노트북을 무선 랜으로 연결하

고 고양이의 움직임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동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 of single households,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for monitoring the status or behavior of pets. There are regional limitations in the monitoring of pets using 
domestic CCTVs, which requires a large number of CCTVs or restricts the behavior of pe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bile system for detecting and tracking cats using deep learning to solve the regional limitations of pet monitoring. 
We use YOLO (You Look Only Once), an object detection neural network model,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pets and 
apply them to Raspberry Pi to track objects detected in an image. We have designed a mobile monitoring system that 
connects Raspberry Pi and a laptop via wireless LAN and can check the movement and condition of cats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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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고령화

와 핵가족화,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의 산업 경제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 8,000억원, 2020
년에는 5조 8,000억원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1, 
2].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시장은 사료나 용품, 의료에 국

한되어 있었으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센서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려동물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웨어러블 제품

들이 국내·외 회사를 통해 상용화되고 있다[3].
주인이 장시간 외출을 하게 될 경우, 홀로 남겨진 반

려동물의 케어는 복잡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을 일컫는다. 전기

코드나 배터리를 물어뜯어 발생하는 감전·폭발사고, 전
지레인지 터치로 인한 화재사고 등이 그 예이다. 소방청

의 2019년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발생 수는 2017년 7건, 2018년 20건, 2019년 상반기 10
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가 총 1
억 389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4].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실내에 홀로 있는 반려동

물을 모니터링하고 교감할 수 있는 플랫폼[5-8]이 개발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정식 CCTV를 응용한 제품

으로 각 방을 보기 위해 다수의 CCTV를 필요로 하거나 

반려동물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을 키패드처럼 사용하여 원격 조

종할 수 있는 제품도 상용화 되어 있으나 반려동물의 특

징이나 특정 행동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대상을 추

적하는 제품은 아직 상용화 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객체 검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영상 프레임

에 대한 차 연산을 통해 객체를 검출하거나 적외선 센서

를 이용하여 인체의 열을 감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지

기 때문에, 특정 객체를 검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

과 같은 다양한 객체 검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9-11]. 
본 논문에서는 고정식 모니터링의 지역적 한계를 해

결하고자 객체 검출 신경망 모델의 하나인 YOLO(You 
Look Only Once)[12]를 이용하여 고양이를 검출하고 

추적하여 사용자에게 가시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론의 1절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서술하고, 2절에

서는 데이터셋과 YOLO-v3 모델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3절에서는 얻

어진 훈련 가중치 파일을 라즈베리파이에 적용하여 실

시간 영상에서 고양이를 검출하고 이동하며 추적하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실험 및 고찰에서는 구

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고양이를 검출하고 정확

도를 측정하여 본 연구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본 논문에 대한 결론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서술하

였다.

Ⅱ. 본  론

2.1. 전체 시스템 구성

Fig. 1 Pet removable monitoring system block diagra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려동물 이동식 모니터링 시

스템의 전체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블록도로 나타내었

다.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신경망 파트, 모듈제어파트, 
모니터링 파트로 구성된다. 신경망 파트에서는 머리

(head), 몸(body), 꼬리(tail) 세 부위로 라벨링한 고양이 

데이터 셋을 YOLO를 통해 학습하여 가중치 파일을 얻

는다. 모듈제어 파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에 파이카메

라, 적외선 인체감지센서, 서보모터, 신경망 학습용 외

장 그래픽 메모리스틱을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한 차량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다. 라즈베리파이에 YOLO-v3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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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이식하고, 얻어진 훈련 가중치 파일을 적용하여 파

이카메라로부터 받아온 실시간 영상에서 고양이의 부

위를 검출한다. 검출된 부위를 기반으로 바퀴의 움직임

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모니터링 파트에서 무선 랜과 

SSH을 이용하여 추적 중인 고양이와 실내 상황을 모니

터로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2.2. YOLO를 이용한 훈련모델

가. 라벨링 작업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고양

이 영상에서 852×480 크기의 고정 이미지 500장을 추출

하였다. 총 500장의 영상에서 470장을 훈련 데이터셋으

로 사용하고 검증 데이터셋 10장, 테스트 데이터셋 20장
으로 사용하였다. 

AlexeyAB GitHub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YOLO 
라벨링용 오픈소스 툴인 YOLO Mark[13]를 사용하여 

고양이를 머리, 몸통, 꼬리 세 부위로 나누어 분류한다. 
실시간 영상에 대한 검출율을 높이기 위해 세 분류로 나

누어 라벨링한다. 라벨링이 완료된 데이터셋은 각 이미

지마다 인덱스, 클래스 번호,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 정

보가 txt 파일로 저장되며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리스

트 파일도 함께 생성된다. YOLO Mark를 사용한 라벨 

예시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Fig. 2 Labeling with YOLO Mark

나. YOLO를 이용한 학습 및 테스트

YOLO는 CNN기반의 객체 검출과 인식하는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기존 방식[14-16]의 딥러닝 

알고리즘보다 속도가 빠르며 인식률이 높고 소형 모듈

에서 적용이 가능하여 실시간 객체인식에 사용하기 적

합하다. 윈도우 기반에서 YOLO를 사용하여 고양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구

현된 YOLO for Windows v2[17]와 라벨링 된 훈련 데이

터셋을 이용한다. YOLO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에

서 실행[18]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나, YOLO 
for Windows v2 소스코드를 빌드하여 생성된 실행파일

을 사용하면 윈도우에서도 YOLO를 이용한 학습이 가

능하다.
학습 환경은 Dell inspron 7577 (Intel(R) Core (TM) 

i7-7000HQ CPU, RAM 16.0GB, NVIDIA 1060Max-Q 
6G) 노트북을 사용하여 1000회 훈련하였으며 총 훈련 

시간은 7시간 소요되었다. 훈련은 100회마다 갱신된 훈

련 가중치 파일을 생성하며, 얻어진 가중치 파일을 검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하면 그림 3과 같이 

훈련에 대한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Test of trained Weight Files

2.3.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객체 추적 알고리즘

가. 반려동물 추적 모듈 구성

YOLO를 이용하여 생성된 훈련 가중치 파일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고양이를 검출, 추적하기 위해 라즈베

리파이 3를 사용하였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오기 

위해 파이카메라를 장착하였으며 인식률을 높이기 위

해 YwRobot사의 적외선 인체감지센서(HC-SR501)를 

부착하였다. 적외선 인체감지센서는 20∼60℃내의 생

체온도감지 기능과 2∼8m를 감지가 가능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라즈베리파이에 서보모터와 바퀴를 장착하

여 RC카 형태로 모듈을 구성하고 검출 유무에 따라 고

양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라즈베

리파이에 YOLO를 적용하고 실시간 영상에서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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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게 되면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검출성능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신경망 프로그래밍 학습용으로 

인텔(Intel)사에서 제공하는 Intel Movidius NCS을 장착

하여 연산 성능을 높였다. 설계 모듈의 외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Fig. 4 Designed Pet Tracking Module

나. 반려동물 추적 알고리즘

라즈베리파이의 카메라로부터 실시간 영상이 주어지

면, 라즈베리파이 내부에 적용한 YOLO와 가중치 파일

을 통해 고양이를 검출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

해 프로그램 언어로 Python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처

리를 위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였

다. OpenCV에서 제공하는 face_cascade 함수에 훈련 가

중치 파일을 적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형태로 

구현된다. 실시간 영상에서 고양이가 검출되면 우선순

위를 기준으로 서보모터를 제어하여 검출 부위를 따라

다니도록 설계하였다. 우선순위는 머리(0), 몸(1), 꼬리

(2) 순으로 설정하였다. 실시간 영상에서 고양이가 인식 

되지 않으면 실내를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찾아다니고, 
고양이를 발견하면 추적하도록 코드를 설계하였다. 또
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일

정 온도와 일정 거리에서 생체반응이 있는 경우, 고양이

로 판단하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고양이를 추적하는 동

안, 파이카메라로부터 받아오는 영상은 무선 랜과 SSH
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제안하는 객체 검출 알고

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5에 나타내고 해당 소스코드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Fig. 5 Tracking algorithm flow chart

#고양이가 학습된 가중치 모델을 적용하는 부분
cat = cv2.CascadeClassifier(
            '/home/pi/yolo_20190826/yolo-obj.cfg')
scaling_factor=1
while True:
    ret, frame = cap.read()
    frame = cv2.flip(frame,1)
    frame = cv2.resize(frame, None, fx=scaling_factor, 
       fy=scaling_factor, interpolation=cv2.INTER_AREA)
    gray = cv2.cvtColor(frame, cv2.COLOR_BGR2GRAY)
    face_rects = face_cascade.detectMultiScale(gray, 1.3, 4)
  #검출 우선순위
    if len(cat) == 0: //머리
        GPIO.output(GPIO_RP, True)
        GPIO.output(GPIO_RN, False)
        GPIO.output(GPIO_EN, True)
    elif len(cat) == 1: //몸
        GPIO.output(GPIO_RP, False)
        GPIO.output(GPIO_RN, False)
        GPIO.output(GPIO_EN, True)
    elif len(cat) == 2: //다리
        GPIO.output(GPIO_RP, True)
        GPIO.output(GPIO_RN, False)
        GPIO.output(GPIO_EN, True)
    else:
        GPIO.output(GPIO_EN, False)
    #검출된 객체에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부분
    for x, y, w, h in face_rects:
         cv2.rectangle(frame, (x, y), (x+w, y+h),
         (0, 255, 0), 3)
    cv2.imshow('Cat Detector', frame)

Fig. 6 Raspberry Pi's pet detectio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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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및 고찰

3.1. 반려동물 모니터링

제작한 반려동물 추적 모듈에 부착된 파이카메라로

부터 실시간으로 받아온 영상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이 노트북 화면에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적 모듈과 노트북을 연결하기 위해 무선 랜을 사용하

였으며 Putty 프로그램으로 연결 옵션을 설정하였다. 추
적 모듈의 파이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화면은 Tight 
VNC Viewer을 통하여 노트북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
작한 반려동물 추적 모듈에 부착된 파이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온 영상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이 노트북 화면에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적 

모듈과 노트북을 연결하기 위해 무선 랜을 사용하였으

며 Putty 프로그램으로 연결 옵션을 설정하였다. 추적 

모듈의 파이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화면은 TightVNC 
Viewer을 통하여 노트북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Fig. 7 Monitoring screen using WLAN and SSH

3.2. 모듈 성능 테스트

제작한 반려동물 추적 모듈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움

직임을 100회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표 1과 표 2에 도시

하였다. 총 100회의 테스트 결과, 검출 및 추적에 성공한 

횟수는 77회로 도출되었으며, 나머지 23회는 부위의 중

복 검출로 인한 오검출, 미검출 된 경우 등이 포함되었

다. 추적 모듈이 고양이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도하는 최

대 거리는 평균 2m로 추적 중에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

을 제한하기 위해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최대 접근 

거리를 50cm로 제한하였다. 고양이를 검출하고 추적하

는데 걸리는 반응속도는 평균적으로 1~2초 이내로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단, 주어진 이미지의 정보량이 많을 경

우 최장 3초까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Accuracy by The pet tracking module

N success failure Accuracty(%)

Pet tracking 
module 100 77 23 77%

Table. 2 distance, range, response of The pet tracking 
module

Result(average)

Recognition distance (max) 2m

Tracking range 50cm

Response ratio 1~2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 모니터링의 지역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딥러닝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검출하고 추

적하는 이동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객체 검출 신경망 

모델의 하나인 YOLO를 이용하여 고양이의 머리, 몸, 
꼬리를 라벨링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라즈베리파이

에 적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객체를 추적하는 모듈을 

설계하였다. 추적 한 모듈로부터 수집되는 영상은 무선 

랜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여 반려

동물을 위한 이동식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고양이를 다중 부위로 나누어 검출하면 

적은 훈련 데이터셋으로도 부분적인 검출이 가능하나 

추적 모듈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

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누어진 클

래스를 하나로 통일하고 검출하는 영상의 프레임을 부

분적으로 받아와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마리의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중 분류 라벨링을 통해 선택

에 따라 추적하고 싶은 반려동물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작하면 

추적 기능과 함께 일정이상 움직임이 없을 시 알림을 울

려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케어와 사고예방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관

찰하는 등의 전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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