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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짓과 울음소리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반려견에게 고
품질의장비를 부착하여 그들의 몸짓과 울음소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장비 없이 인공지
능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몸짓과 울음소리를 함께 분석하는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우리의 연구는추가적인 장비없이그들의 몸짓언어와 울음소리를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더욱 유의미한반려견 행동 분석 결과를 도출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Ⅰ. 서 론

최근반려견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품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

용하여 반려견 행동을 분석하거나 그들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ristina Ribeiro[1]의 연구는 가속도 센서를

반려견의신체 부위에부착하여실시간으로그들의 자세를분류하여몸짓

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 또한, Yunbin Kim[2]의 연구는

Relatively resource-efficient noise 센서를 반려견의 목 주위에 부착하여

그들의 울음소리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반려견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몸짓언어와 울음소리가 조합된 정

교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꼬리를 세우는 자세를 흔히 친절한

신호로 알고 있지만, 음성에 따라 경계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몸짓과 울음소리를 개별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우리는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견

의 몸짓과울음소리를 함께 분석하는 인공지능기반 반려견 행동 분석모

바일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우리의시스템은 1) 반려견신체부위의위치

정보를기반으로기계학습알고리즘을사용하여그들의자세를분류하는반

려견 자세 분석부, 2) 영상의 음성 신호로부터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를 통해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 후, 인공지능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그들의 음성을 분류하는 반려견 울음소리 분석

부, 3) 마지막으로 반려견 자세 분석부와 음성 분석부에서 도출된 결과를

조합하여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 분석부로 구성한다.

이 논문은고품질의장비 없이모바일프레임워크를통해 반려견의 몸짓

언어와울음소리를 동시에분석하여그들의행동을 이해하는가능성을제

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반려견의 행동

반려견은 그들의 감정이나 의도를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반려견은 몸짓언어를 통해 그들의 생각

을 표현한다. 전형적인 강아지 몸짓언어로는 Playbow가 있으며, 이 자세

는 반려견이 상체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몸짓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기를 원할 때 사용

하는 몸짓언어다.

그러나 반려견의 몸짓언어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일부

일 뿐이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누워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대부분의 사

람은 반려견이 편안한 마음 상태일 것으로 추측하지만, 만약 누워있는 자

세와 함께 ‘Growling(으르렁거리는 소리)’과 같은 울음소리를 낸다면 공

격적인 행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누워있는 자세와 함께

‘Whimpering(낑낑거리는 소리)’과 같은 울음소리를 낸다면 무언가 불안

해하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할

때 자세와 울음소리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다음 절에서는 고

품질의 장비 없이 반려견의 자세와 몸짓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 반려견 행동 분석을 위한 전체 과정

Ⅲ. 반려견 행동 분석을 위한 모바일 프레임워크

반려견의행동을분석하기위해서, 우리가제안하는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이 모바일로부터 촬영된 반려견 영상이 전송되면, 반려견 자세 분석부



와 울음소리 분석부에 의해서 영상에 대한 반려견의 자세와 울음소리가

분류된다. 그리고행동분석부는자세분류결과와음성분류결과를조합

하여 반려견의 최종 행동을 결정한다.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의구성요소인자세분석부및울음소리분석부와행동분석부에관하여기

술한다.

1. 반려견 자세 분석부

반려견의 자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체 부위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기존 연구에서와같이 고품질의장비를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반려견은 장비를 부착하는 것에 거부

감을 느낀다. 따라서 반려견 자세 분석부는 Lim[3]의 연구에서 제시한 딥

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으로부터 RGB 값을 추출

하여 반려견 영역과 신체 부위중 ‘머리’, ‘귀’, ‘앞다리’, ‘꼬리’를 탐지한 후,

탐지한반려견 영역을기준으로신체부위의 위치정보를바탕으로기계학

습 알고리즘을 통해 그들의 자세를 ‘두 발로 서다’, ‘앉다’, ‘눕다’,

‘playbow’, ‘꼬리를 세우다.’ 등으로 분류한다.

그림 2. 반려견 자세 분류 예시

2. 반려견 울음소리 분석부

반려견 자세분석부에 의해서 그들의 자세를 분류하였지만, 반려견의 몸

짓언어는그들의의도를표현하는일부분일뿐이다. 따라서그들의행동을

울음소리와함께분석하기위하여 반려견울음소리 분석부는영상의 음성

데이터로부터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를 활용하여

특징 벡터를추출한후[그림 3], 인공신경망 모델을통하여강아지 음성을

‘Bark’, ‘Growling’, ‘Howling’, ‘Whimpering’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MFCC는 사람이 음성을 인식할 때 동작하는 청각 시스템을 반영한 기술

이며다음과같이동작한다. 먼저음성데이터를일정한시간단위로나눈

다. 이렇게 나뉜 음성을 프레임(Frame)이라고 하며 프레임 각각에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주파수 정보를 얻

는다. 그리고 얻어진 주파수 정보에 Mel Filter Bank를 적용하여 실제로

사람이 인식하는 주파수 영역으로 샘플링한다. 이후 Mel Filter Bank가

적용된 주파수 값에 log를 취한 것을 Mel Spectrum이라고 하며, Mel

Spectrum에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해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한 것을 MFCC라 한다.

그림 3. MFCC를 통해 음성 데이터 특징 추출 과정

3. 반려견 행동 분석부

반려견 자세 분석부와 음성 분석부는 그들의 자세와 울음소리를 개별적

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반려견의 의사소통 시스템은몸짓과울음소리가

결합한 정교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행동 분석부는 자세와 울음소리를 조

합하여 행동으로 정의한 [표 1]을 바탕으로 자세 분석부와 울음소리 분석

결과를합하여반려견영상에대한최종행동분석결과를도출한다. 그러

나 [표 1]에서 정의한 행동은 강아지 훈련사나,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새

롭게 정의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장비 없이 모바일만으로 반려견의 행동을 분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반려견의

몸짓과 음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의 실질적인 구현과 더불어, 강아

지훈련사나전문가의 의견을더하여다양한반려견의 자세와울음소리를

조합한 행동을 추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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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분류 결과 울음소리분류결과 최종 행동 분석 결과
꼬리를 세우다 Bark 경계하는 행동
꼬리를 세우다 Howling 외로워하는 행동
서다 Bark 흥미를 보이는 행동
Playbow Bark 놀아달라는 행동
눕다 Growling 공격적인 행동
눕다 Whimpering 불안해하는 행동
앉다 Whimpering 무언가 요청하는 행동

표 1. 자세와 음성 분류 결과 조합에 따른
반려견 행동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