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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송 용 력선  연체의 감시  유지 보수를 한 한 방법으로서 유인 헬기를 이용하여 가

시 상  외선 열 상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  유지보수 방법을 

무인화하기 해  항공 상으로부터 력선의 자동 추출에 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열

상 기반의 력선 상에서 력선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해 Hough변환  력선의 방향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은 얻어진 에지성분을 바탕으로 하 변환을 하고, 방향성분을 분석하여 

력선의 분포특성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력선을 검출한다. 특히, 얻어진 항공 상에서 력선이 평행한 경

우와 원근법에 의해 평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양호한 검출특성을 보인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력선 

검출 방법은 배경 상의 복잡성과 항공 상의 력선 방향에 무 하게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Effective monitoring and maintenance operation of towers, power lines and other defects to ensure high quality and reliability of 

electric power supplied to customers is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oday's power industry. One specific 

technology that has the potential to automate the entire surveillance process is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power line extraction method using the directivity of a power line and Hough transform to detect efficiently power lines 

from thermal aerial images. In simulation results for several aerial images, the proposed method shows good performance in 

extracting power li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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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력공 에 련된 인 라 에서 고압 력선의 유

지보수  감시는 안정된 력 에 지 공 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각국의 력회사에서는 이러한 

목 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서 일반 으로 지상에서 주기 으로 철탑의 수직 계

단을 통해 력선에 근하여 사람이 직  력선을 

타고 다니며 순회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검사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m에서 100m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며 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근래

에 들어 헬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  헬기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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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비디오 촬   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육안으

로 력선  련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지 까지 항공 상기술은 상의 낮은 해상도를 비

롯하여 여러 가지 기술  이유로 항공 상을 통하여 

력선을 검출하기에는 무 상정보가 부족하기 때

문에 력선 검사  감시용으로는 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증가된 해상도 덕분에 

력선의 상태를 주기 으로 검사하는 용도로 기존의 

상처리기술이 용가능하게 되었다. 

력선 검사  감시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

록 하는 하나의 기술이 바로 소형의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인 무인헬기를 이용

하는 것이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력선 검사  감시

는 원격으로 가능하다는 과 고압 력선의 경우 

부분 비도시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구 도가 희박

한 , 그리고 력선이 넓은 지역에 범 하게 설치

되어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용도로 매우 

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인헬기는 력선에 

비교  근 해서 비행할 수 있고, 력선의 공간  분

포 정보를 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이 

험물에 직  근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력선 검사  감시를 자동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UAV가 스스로 력선을 따

라 정확하게 자동비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하여 

상정보를 바탕으로 무인헬기 스스로 력선을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이다.  

항공 상에서의 력선 검출은 지형 인 여건과 

빛의 요소에 따라 문제 이 상존한다. 특히, 산이 많

은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가시 상으로 력선을 검

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하

여 열 상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1]

기존에 력선 검출을 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사용 되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력선이 가

지고 있는 형태학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1]   

력선은 둥근 속 재질로 햇빛에 강하게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햇빛이 일정치 

않은 구름이 있는 지형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빛이 

굴 되어 일정한 빛을 검출 하기 힘든 단 이 있다. 

따라서 력선  항공 이미지에서 력선은 낮은 해상

도의 상이기 때문에 력선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에서 력선을 찾기 해 

력선의  평행한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2].  력선의 평행한 특징을 이용해서 력선을 배

경 상에서 분리한 후 기존 데이터에 입력 된 데이

터와 비교하여 끊어진 력선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력선이 헬기에서 지상으

로 수직으로  촬 한 상에서만 해당되며, 력선을 

따라 진행할 경우 가까운 곳은 력선의 간격이 넓고 

먼 곳은 간격이 어들어 결과 으로 사다리꼴의 형

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은 문제 을 내

포하고 있다. 한, 송 용의 력선은 두 가닥이 아

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배경 상을 제

거하는 경우 력선도 함께 제거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력선 검출하기 해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Hough 변환(Hough Transform)을 들 수 있다 [3-5]. 

Hough 변환은 상에서 특징  (feature point) 들로 

이루어진 직선, 원, 타원 등의 인자화 된 곡선을 발견

하기에 유용한 변환 방법이다. 특히, Duta와 Hart 의 

직선 방정식[6]을 사용하여 직선과 원 간의 거리인 

  와 축과 직선 사이의 각도인   로 인자화 된 직

선상에 존재하는 특징  들의 빈도를 검출하는 변환 

방법은 직선의 검출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효

과 으로 사용되었다 [5-10]. Hough 변환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은 각 특징 에서 각도   를 N개

의 일정한 구간으로 나 어 샘 링 한 각도 

    을  가지는 직선들을 구하고, 각 직선

에 해당하는   를 직선 방정식으로부터 구한 후 이

를 M개의 구간으로 양자화 하여 해당하는 셀의 숫자

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게 구해진 Hough 평면

은 ×개의 셀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고 이 셀들 

 빈도가 일정한 문턱치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셀에 

해당하는 직선이 존재한다고 단 한다 [5-6]. 

본 논문에서는  항공 상에서 얻어진 에지성분을 

바탕으로 하 변환을 하고, 방향성분을 분석하여 력

선의 공간  분포특성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력선

을 검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력선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하여 

방향성을 고려하여 력선을 그룹핑하고, 그룹화된 성

분으로부터 력선을 검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상으로서 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어진 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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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는 항공 상의 력선 특성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력선 검출 알고리듬을 기술하며, 

4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  검토를 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항공 상의 력선 특성고찰

헬기로부터 취득된 력선에 한 항공 상의 특징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그룹의 력선들이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경우, 근  거리 는 취득각도에 따라 진행

방향으로 먼 곳일수록 두 그룹의 간격이 좁아

져 보인다. 

∙ 력선은 정해진 속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

경은 자연환경의 지형지물이다.

∙ 력선은 가려짐이 없다.

∙ 력선은 거의 선형이며 아주 은 곡률을 갖는다. 

력선 상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다.  

상에서의 원근법에 의해 평행한 직선은 거리가 먼 

쪽 일수록  좁아지는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

다리꼴 형태의 력선 상이 취득되기도 하고 수직

에 가까운 촬  일수록 평행한 형태의 력선 상을 

취득 하게 된다.

 

 

 

 

그림 1. 다양한 력선 상
Fig. 1 Various Power Line Image

그림 1와 같이 력선 상은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헬리콥터에서 지상을 90도로 

계속 인 촬 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한 력선 상을 분석해보면 상에서의 직선 

성분이 단순히 력선뿐만 아니라 주변에 논이나 도

로 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헬기에서의 유동

인 촬 에 맞는 능동 인 력선 추출 기법이 필요

하다.

2.1 외선 열 상의 특징

그림 2는 헬기로부터 얻어진 상이다. 취득된 

상은 외선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열 상으로 항공 

상 특성상 특정 밝기 역에서 상픽셀의 밝기 값

이 집 되어 있으면 상의 가시도가 좋지 않다. 를 

들면 체 으로 어두워 보이거나 밝아 보이는 상 

는 특정 부분의 밝기 역에 히스토그램이 집 되

는 상 등이다.

그림 2. 력선 열 상
Fig. 2 Power Line Therm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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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상은 상의 명암 비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높은 명암 비를 가진 상은 어둡거나 밝은 

역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나 그 지 않은 상은 

특정 역에만 밝기가 몰려 있게 되는 것이다. 명암

비 히스토그램 스트래칭은 낮은 명암 비 상의 명

암값 분포의 히스토그램을 펼쳐서 보다 넓은 역으

로 명암 값 분포를 갖게 하기 한 방법이며 본 논문

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식을 이용한다.[4]

 


× (1)

식 (1)에서 InImg는 입력 상이며, OutImg

는 출력 상이고 , High는 명암값  가장 높

은 값을, Low는 가장 낮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처

리를 통하여 넓은 역의 명암분포 값을 갖도록 한다.

2.2 력선 검출의 문제

력선의 다양한 형태를 능동 으로 추출하는 기법

에 한 연구는 지 도 끊임없이 연구 되고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Hough 변환을 이용하는 것이다. 

Hough 변환(Hough Transform)은 상에 있어 직선

성분과 곡선 성분을 추출하는 상 처리 기법이다. 

Hough 변환을 이용해 력선을 추출 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에지 들의 gradient 방향

들은 이론 으로 동일한 방향을 가지게 되므로 그 에

지 의 gradient 방향에 수직인   를 구하고 그 의 

좌표 를 이용한다. 다음 식 (2)와 같은 Duda 와 

Hart 의 직선 방정식으로부터 그 직선의   를 구할 

수 있다 [6].

     (2)

그림 3은 Hough 변환을 이용한 직선 검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직선 부분이 분포한 각도 일수록 더 

하얗게 분포를 이루게 된다.

 

     (a) Input Image     (b) Gradient hough transform
그림 3. 평행한 력선의 Hough 변환

Fig. 3 Hough Transform of Parallel Power Line Image

그 후 Hough 변환 상으로부터 직선을 검출하는 

방법은 인 한 셀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직선이라는 

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값을 갖는 성분만 검출 하

면 된다. 그러나 단순히 Hough 변환 방식으로 력선

을 검출 하기는 하지 못하다. 력선이 단순히 평

행한 상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다리

꼴 형태의 력선 상의 경우 값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상의 직선 성분 추출에 있어서 하나의 값을 

이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Ⅲ. 제안된 력선 검출 알고리듬

제안된 알고리듬은 크게 네 가지의 처리단계를 가

지고 있다. “ 처리”, “에지검출”, “Hough 변환  그

룹핑”, “방향성에 따른 력선 검출”이 그것이다. 그

림 4 블록도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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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열 상에 해 처리 과정에서 주  필

터링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고 명암 비 히스토그램 

스트래칭을 통해 열화 된 상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처리 과정을 거친 상에 해 에지를 구하고 

Hough 변환을 통해 력선의 직선 성분을 찾는다. 찾

아진 직선 성분에 해 그룹화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찾아진 방향성을 분석해 력선을 

검출하게 된다.

가. 에지검출

표 1. Sobel 경계선 검출용 마스크
Table 1. Sobel Edge Detection Mask

수평 경계선 수직 경계선





  
  
  




 


   
  
  






에지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미분 개념을 이용한 방

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미분 개념을 효과 으로 구

하기 한 방법으로 회선기법이 사용되는데 

Prewitt, Roberts, Sobel 등이 미분을 이용한 경계선 

검출용 회선 마스크를 개발 하 다. 이  표 1 에 해

당하는  Sobel 경계선 검출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경

계선을 검출하게 된다. 

    (2)

식 (2)에서  는 수평 에지 검출용 회선 마

스크를 용한 결과 값이고  는 수직 에지 검

출용 회선 마스크를 용한 결과 값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 에 설정된 값보다  가 클 경우 

에지 화소로 분류 된다. 먼  입력된 상으로부터 에

지  각도 성분은 식 (2)에 의해 계산한다. 

나. Hough 변환과 력선 그룹핑

1) 력선 상과 Hough 변환

력선은 여러가닥으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으로 평행하게 진행된다. 이

러한 특징은 Hough 변환을 통해 -  평면으로 변환

했을 때 가 일정하면서 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

낸다. 만일 력선의 2개 그룹이 평행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배경 역에 직선 성분을 가진 요소들이 거의 

없다면, 변환된 공간에서 특정한 가 큰 치를 가

지며, 동시에 해당 성분들의 가 일정 범  내에 존

재할 때, 이 들을 검출함으로써 력선에 해당되는 

성분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되는 가 력선

의 방향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편, 력선을 항공 상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실

제 나타나는 상황들은 에서 기술한 것들과 여러 가

지 면에서 상이하며, 2장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몇 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들 

에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2가지 경우에 해 고려

하고자 한다. 첫째, 력선 상에서 나타나는 력선

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둘째, 배경에 논과 밭 등 

지형지물에 직선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등 2가

지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  항공 상에서 력선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

이다. 그림 5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상에서 력선의 각도
Fig. 5 Angle of Power Line 

그림 5에서 각 ∠A와 각 ∠B가 다르다면, 력선

을 단일 각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경우 Hough 변환 역에서 각도성분과 크

기 성분을 분석하여 력선의 2그룹이 평행한지, 아니

면 2개의 그룹이 서로 다른 크기의 각도를 갖는지를 

정하여 이를 력선 검출에 용하고자 한다.

한, 두 번째 고려요소는 배경에 직선성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력선의 두 개의 그룹은 

공간 으로 두 군데에 집 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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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배경의 경우 간헐 으로 는 배경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단일방향성과 2-방향성 정  검출 

그림 7은 그림 6을 상으로 Hough 변환 후 와  

를 수평  수직축으로 하고, 각각의 좌표에서의 

값을 진폭으로 해서 표시한 것이다.  본 변환에서 

두 개의 큰 값을 갖는 분포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동

일한 에 해서 가 서로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이 때, 조사된 는 84 이며, 이는 력선의 기울기 

즉, 각도를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력선의 평균 

각도가 84도이고  가 서로 다른 2개의 력선이 존

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력선 그룹이 평행함을 가

리킨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1-방향성 력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림 6. 1-방향성 상
Fig. 6 1-Directivity Image

그림 7. 1-방향성 상의 Hough변환 데이터
Fig. 7 Hough transform data of 1-Directivity Image

그림 8은 2-방향성 상으로 력선을 상에서의 

원근법에 의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그림 8. 2-방향성 상
Fig 8. 2-Directivity Image

그림 8과 같은 사다리꼴 형태의 상에 해서는 

다른 근이 필요하다. 상의 Hough 변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2-방향성 상의 Hough변환 데이터
Fig. 9 Hough transform data of 2-Directivity Image

이 데이터를 분석 해보면 기울기, 즉 각도가 84도

와 113도에서 큰 값을 가지며, 동시에 각각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

러한 경우 력선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해 

Hough 변환의 기울기()의 값을 두 그룹으로 나 어 

검출한다. 

이 때 열 상에 존재하는 기울기 , 력선으로 

볼 수 있는 직선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그룹으로 묶

고, 각각 그룹 안에서의 기울기의 평균을 사용하여 추

출하면 단일 방향의 기울기로 에지를 추출할 때 보다 

더 효과 으로 직선을 검출 할 수 있다.



하 변환을 이용한 항공 상의 력선 검출

 177

그룹 1

평균

84도

그룹 2

평균

113도

그림 10. 에지 기울기 그룹화
Fig. 10 Edge angle Grouping

그림 10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 어진 상으로 각

각의 방향에 따른 에지를 검출 하는 상이다. 그룹 1

은 84도의 각도를 그룹2는 113도의 평균 각도를 가지

게 된다.

력선 상을 1-방향성과 2-방향성으로 구분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평균값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

하 다. 1-방향성일 경우 Hough 변환을 통해 -  

평면으로 변환했을 때 치가 큰 두 개의 그룹의 

평균 는 일정하면서 만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낸

다. 력선 상이 2-방향성일 경우에 -평면에 존

재하는 각각의 그룹의 평균은 서로 다른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1-방향성과 2-방향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Ⅳ. 모의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듬을 토 로 Pentium 

IV 3.0GHz 하드웨어 상에서 Windows XP기반의  

Visual studio 2008을 이용하여 구 되었다. 실험에서

는 헬리콥터에서 촬 된 640x480크기의 열 상이 사

용 되었다. 

 1  2

 3  4

 1  2

 3  4

그림 11. 잘못된 2-방향성 력선 검출
Fig. 11 Erroneous 2-Directivity Power Line Detection

그림 11은 2-방향성을 갖은 열 상에 1-방향성으

로 력선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

이 각도와 치가 제일 큰 곳만 추출하여 잘못된 

추출로 인해 력선을 모두 뽑아 낼 수 없었다. 

 1  2

 3  4

 4 3

 2 1

그림 12-1. 실험 결과 상 1 (기울기: 1-방향성)
Fig. 12-1 Experiment result Image 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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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실험 과정 상 2 (기울기: 2-방향성)
Fig. 12-2 Experiment result Image 2

그림 12은 제안된 알고리듬을 토 로 로그램을 

작성 하여 실험 한 결과 상이다. 1번 상은 입력 

상이고 2번 상은 방향성을 고려한 에지 추출을 

한 상이다.  이를 토 로 3번 상에서와 같이 상

을 폐쇄 처리하고, 4번 상과 같이 력선의 직선 성

분만 검출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ough 변환 방식을 이용한 직선 검

출 방법으로 송 탑의 력선을 찾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제안한 방법은 력선이 갖는 직선 특징을 이용

하여 Hough 변환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고려한 에지 

추출 방법이 이용되었다. Hough 변환에 사용되는 기

울기를 단순히 단일 방향으로만 추출하지 않고 력

선 상이 사다리꼴을 이룰 경우 두 가지의 기울기를 

추출하여 높은 정확도로 력선을 추출 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향후 력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실시간

으로 력선의 불량 유무를 단하는 시스템에 용

도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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