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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Sample Consensus(RANSAC)

기반 자동 바둑 기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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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game of) Go Recording System

D.J. Park†, K.K. Jun††

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n automatic go recording system based on image processing. We use Random

Sample Consensus to detect the circular shape of stone and propose a set of methods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overhead of RANSAC. The proposed scheme is not affected by the changes of stone location,

illumination, and camera distance,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methods. We implemented the proposed

scheme into a working system and confirmed that the recording is feasible and the problems have been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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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보란 그림과 문자로 바둑의 기본 기술과 전략,

유명한 대국의 전체적인 수순 등을 정리해 놓은 문서

다. 바둑을 익힘에서 명인들의 기보를 익히는 연구회

가 있을 정도로 기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바

둑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즐길 수 있어, 편하게 기보

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들의 대국은 오프라

인으로 진행되고, 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기보를 불편하게 작성하고 있다.

수작업 기보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자동으로 기

보를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 [1]과 

[2]에서는 바둑판에 장치를 설치해 기보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바둑판에는 총 38개의 직선과 이 

직선의 접점인 361개의 교점이 있다. [1]에서는 이 

교점에 버튼을 설치해 기보를 작성한다. [2]에서는 

바둑판에 전기적인 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신호를 이

용해 바둑돌의 위치를 감지해, 기보를 작성한다. 하

지만 [1]과 [2]는 별도로 제작된 바둑판을 이용해야 

하므로 대중화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3], [4]

는 영상처리를 통해 별도의 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한다.

[3]은 대국영상에서 바둑판 위의 교차점을 찾아내

고, 해당 좌표의 색상정보를 이용해 기보를 작성한

다. 교차점 검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대국영상에서 

canny edge detection[5]를 통해 바둑판의 선들을 검

출한다. 이는 그림 2의 2번 영상과 같다. 2번의 영상

에서 이진화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 것이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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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ing detection process of [3].

3번에서 hough transform[6]을 이용해 38개의 직선

을 검출하면, 각 직선의 좌표들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361개의 교차점을 구해낸 것이 4번 영상이다.

하지만 바둑판 위의 노이즈로 직선의 위치가 미세하

게 어긋나 잘못 검출된 교차점이 있다. 이를 제거하

기 위해 교차점을 수정하는 과정이 5, 6, 7번의 영상

들이다. 5번 영상에서 바둑판의 네 개의 꼭지점을 검

출하고, 대각의 교차점을 이용해 중심점을 찾아낸다.

이 점들의 좌표를 이용해 각 교차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잘못 검출된 교차점의 위치를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361개의 교차점을 

검출한 것이 8번 영상이다. 검출해낸 교차점 좌표들

의 색상정보를 통해 바둑돌의 존재 여부, 흑 혹은 백

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과 본 논문은 바둑 자동기보시스템이라는 공통

점이 있으나, 기보작성 시 핵심기술인 바둑돌 검출 

방법이 다르다. [3]의 경우 바둑판의 교차점을 통해 

바둑돌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본 논문은 바둑돌의 원 

모양을 이용해 검출하는 방식이다.

[4]는 바둑돌의 위치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새로운 

바둑돌을 놓기 전과 후의 영상 차이를 이용한다. 시

간 에 획득한 2차원 영상을 라 하고, 이 영상의 

좌표   의 픽셀값을  라 하자. 이때 는 그

레이스케일 영상이고, 노이즈제거를 위해 가우시안 

필터링이 적용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시간 에 새로 

놓인 바둑돌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와  영상

간의 차이, 는 각 픽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or ∀ (1)

이 때, 집합 를   와  간의 픽셀값 차이가 있

는   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for ∀ (2)

[4]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가 존재하면 

에 새로운 바둑돌이 놓였다고 판단한다.

  ×  (3)

여기서 은 차 영상에서 하나의 바둑돌을 나타내

는 데 필요한 픽셀 개수이다. 카메라와 바둑판 간의 

거리가 고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은 실험을 통해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과  간에 값이 변화된 전체 

픽셀의 개수 가 의  정수배일 경우, 바둑돌 개

가 새로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이 놓

인 위치는    인 픽셀 간의 근접 정도를 고려

하여 계산한다.

앞서 설명한 [3]의 방법은 새로 바둑돌을 놓을 때

마다 361개의 교점의 정보를 매번 검사해야 하는 문

제가 있다. 이는 [4]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방법 또한 몇 가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조도 변화에 취약하다

는 것이다.   과  영상 간에 조도변화가 있으면,

바둑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카메

라와 바둑판 간의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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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utomatic Go recording system.

Fig. 3. Flow chart of Automatic Go recording system.

번째는 바둑돌의 미세한 위치 변화에 취약하다. 새로

운 바둑돌을 놓으면서 주변 돌을 움직일 경우, 위치 

변화된 바둑돌이 재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조도변화와 미세 위치변화, 카메라와 

바둑판 간 높이 변화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동작하

는 자동기보시스템을 제안한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방법, 바둑돌의 원모

양을 검출하는 Random Sample Consensus[7], 높이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 들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

하는 자동 기보 시스템의 특징적인 방법들을 설명한

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들을 이용한 기보 시스템

을 구현하여 성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다. 4장에서는 논문을 결론짓는다.

2. RANSAC 기반 자동기보시스템 

제안하는 자동기보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바둑

판 전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이용한다. 시스템의 동

작 순서는 그림 3과 같고, 그림 3에 메겨진 번호를 

통해 자동기보시스템을 설명한다. 카메라가 획득한 

바둑판 RGB 영상은 그레이스케일 변환시켜 흑백 영

상을 만든다. 이것이 그림 3의 2번에 해당한다. 흑백 

영상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바둑돌 위치를 검

출하는 용도와 검출된 바둑돌의 흑백 여부를 구분하

는 용도이다. 흑백 여부 구분은 흑백영상을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하여 진행하며, 이 영상은 별도로 저장

한다. 그림 4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음 과정 설명에 앞서 RANSAC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먼저 서술한다. 제안방식은 바둑돌 위치 검출

을 위해 RANSAC을 이용한다. RANSAC은 영상처

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는 기술[8]로써, 무작

위로 선택한 데이터로부터 수학모델을 구성하고, 나

머지 데이터들이 이 모델을 만족하는 비율을 근거로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때 모델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inlier, 그렇지 않은 것들을 

outlier라고 한다. 제안방법은 영상에서 추출된 에지

들의 픽셀들을 데이터로 이용하여 원에 대한 수학모

델을 구한다. 원 모델은 바둑돌을 나타내는데, 충분

한 개수의 inlier들이 이 모델을 만족하면 그 위치에

서 바둑돌이 검출된 것이다.

위에서 inlier들의 개수가 바둑돌 검출의 중요한 

조건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inlier들이란 바둑대

국영상에 찍힌 바둑돌의 에지 픽셀들이다. 하지만 픽

셀들의 개수는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 변화하기가 쉽

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3의 3번 바둑돌의 크기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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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A) Gray Image,  (B) Canny Edge detection image of (A), (C) Binary image of (A).

Fig. 5. Filter image.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카메라 높이 변화에 따

라 바둑돌 픽셀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미리 알려진 

값에 대한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미리 알려진 

카메라 높이에서의 바둑판 한 변을 나타내는 에지 

픽셀 개수를 , 바둑돌 에지 픽셀 개수를 이라 하

자. 카메라 높이가 변화되어, 바둑판 한 변의 픽셀 

개수를 로 변하면, 바둑돌 에지 픽셀 개수 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4)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카메라 높

이가 54cm일 때, 바둑판 한 변 픽셀 개수는 368pix-

els, 바둑돌 에지 픽셀 수가 48pixels인 것을 이용한다.

우리는 RANSAC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과

정을 제안한다. 우선 outlier 에지들을 제거한다.

Canny edge detection[5]에 의해 검출된 에지들은 바

둑돌 에지 이외에 바둑판의 선, 기타 테두리들의 에

지들도 포함한다. RANSAC 입장에서 바둑돌의 에

지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inlier, 이외의 픽셀들은 

outlier가 된다. 원 검출 성공확률을 높이려면, outlier

에지들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

해 에지검출 전에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하고, 에지

검출 후에는 테두리 꼭지점 판단 등을 이용해서 out-

lier들을 최대한 제거한다.

또한 대국이 진행될수록 바둑판에 놓여지는 바둑

돌의 수가 많아지므로 RANSAC 연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 영상에 대해서 

RANSAC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그

림 3의 4번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이전 바둑돌 위치 

검출에 사용된 canny edge 영상을   이라 하고,

현재 영상을 할 때, 두 영상간의 차이, 에 대해서 

RANSAC을 적용한다.

            for ∀ (5)

에서는 이전 바둑돌들의 에지가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새로 놓여진 바둑돌의 에지만 남게 되어 

RANSAC 연산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차 영상 에 항상 하나의 바둑돌에 해당하

는 에지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국자들이 주변 바둑

돌을 건드려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는 미세변화 때문

에 새로운 에지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과  

를 얻기 위해 사용한 원래 영상들 간에 조도가 다를 

경우에도 에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에지들은 바

둑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이즈 에지들이다.

이러한 노이즈 에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방법

에서는 필터링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림 3의 5번에 

해당되는 과정이다. 그림 5와 같이 별도의 필터 영상

을 생성하고, 새로운 바둑돌이 검출될 때마다 누적해

서 원을 그려 넣는다. 이 필터영상과 차 영상 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노이즈 에지들을 제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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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processing procedure for performing RANSAC.

RANSAC은 이 결과에 대해서 수행된다. 그림 6는 

이와 같은 RANSAC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앞서 RANSAC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처

리 과정들을 수행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바둑

돌을 검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RANSAC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바둑돌 픽셀 데이터들을 

입력해야한다. 그림 3의 5번의 결과영상을 canny

edge detection을 거쳐 에지들을 얻어내고, 에지정보

를 벡터에 저장한다. 이 과정을 그림 3의 6번 결과영

상 mapping이라 한다.

지금까지 RANSAC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는 RANSAC으로 어떻게 바둑돌

을 검출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RANSAC에서 

바둑돌 위치 검출을 위한 수학 모델로 삼각형의 외접

원을 이용한다. 바둑돌의 에지를 구성하는 세 픽셀 

  ,   ,   로 삼각형을 만든다면,

그 외접원의 중심  와 반지름 r은 다음과 같다.

 
     
   

 


 

 
 




 

 
 

 (6)

     (7)

외접원 모델을 구하기 위해, 우선 픽셀데이터 중 

임의로 세 개를 뽑아 외접원 모델을 구성하고, 나머

지 픽셀데이터들이 이를 만족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 만족비율을 consensus라 한다. RANSAC에서

는 이 과정을 N번 반복하고, 이 중 가장 consensus가 

높은 모델을 반환한다. 이 때, N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한 번에 뽑는 픽셀데이터의 개수를 , 데이터 

중 inlier의 비율을 라 하면, N번 수행하면서 m개를 

모두 inlier로만 선택할 확률 는 다음과 같다.

    (8)

따라서, m과 가 결정된다면, 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log

(9)

는 전체 픽셀 데이터 개수 대비 바둑돌 에지의 

픽셀 개수의 비율이다.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카메

라 높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둑판 위에 

설치되는 카메라 높이에 따라 에지를 구성하는 픽셀

들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바둑돌의 

에지를 구성하는 픽셀 개수는 높이에 따라 변한다.

이는 앞서 그림 3의 3번 과정에서 식 4를 통해 구했

다. 식 7을 통해 계산한 이 그림 3의 7번 과정이다.

구성된 수학모델이 적합한지는 모델에 대한 다른 

픽셀들의 inlier 비율로 결정한다. 임의의 픽셀이 in-

lier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학모델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 좌표를 , 반지름을  , 픽셀 p의 좌표를 

라 할 때, 두 좌표간의 거리    가 다음 조

건을 만족하면, 픽셀 p는 inli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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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NSAC parameter values

Height of camera in experiment 54cm, 69cm, 82cm

Width of board at 54cm 368 pixels

Size of stone at 54cm 48 pixels

Number of sample data () 3

Iliner, Outlier standard judgment () distance is less than 1 pixel

Number of Repetitio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Inlier ratio

(A) (B) (C)

Fig. 7. (A) Detection image in 54cm,  (B) Detection image in 69cm, (C) Detection image in 82cm.

   (10)

inlier 픽셀들의 개수가 하나의 바둑돌 에지 픽셀 

수 의 90% 이상이면 수학모델이 적합하다고 결정

된다. 이러한 과정이 그림 3의 8번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검출된 바둑돌의 위치를 기보

에 기록한다. 그림 3의 마지막 단계 9번에 해당한다.

이때 앞서 별도로 저장해 두었던 이진화 영상의 픽셀

정보를 이용해 흑과 백을 결정한다.

3. 자동 기보 시스템 성능 평가

제안한 자동기보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환

경은 그림 2와 같다. 바둑판 전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바둑판 위에 설치하였다. 카메라의 높이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바둑 대신 오목

에 대한 기보를 작성했다. 영상처리 관점에서 두 게

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바둑 기보작성과 큰 차

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실험에 사용된 RANSAC

파라미터값은 표 1과 같다.

그림 6은 서로 다른 카메라 높이에서 작성된 기보

들이다. 카메라 높이를 54, 69, 82cm로 각각 설정한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제안방식이 카메라 

높이가 달라질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기보 작성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1장에서 바둑돌 위치의 미세변화와 조도변

화에 따른 기존 방식의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여기서

는 인위적으로 이러한 변화 상황을 만들어, 기존 방

법 [4]와 제안방식의 성능을 평가한다. 첫 번째 실험

에서는 바둑돌 위치의 미세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놓여있는 바둑돌 사이에 새로운 

바둑돌을 놓으면서, 주변 바둑돌이 위치 이동되도록 

하였다. 그림 8A, 8B는 바둑돌을 놓기 전후의 영상이

다. 새로 놓인 바둑돌의 위치를 사각형으로 표시했

다. 그림 9A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차 영상 

결과이다. 그림 9B는 제안 방식의 결과로, 필터영상

을 이용하여 노이즈 에지들을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조도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바둑

돌을 놓기 전과 후에 급격한 조도변화를 주었다. 바

둑돌의 위치는 첫 번째 실험과 같다. 그림 10A는 기

존방법을 사용했을 때, 차 영상을 이진화한 영상이

다. 기존 방법의 경우 조도변화로 생긴 그림자 때문

에, 검출한 새 바둑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림 10B는 

제안방식의 결과로 그림자 노이즈 들이 상당부분 제

거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실험은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바둑돌 



835Random Sample Consensus(RANSAC) 기반 자동 바둑 기보 시스템

(A) (B)

Fig. 8. Before and after image of stone dislocation by player.  (A) Image before dislocation, (B) Image after 

dislocation.

(A) (B)

Fig. 9. Binary image in dislocation experiment. (A) Binary image of past method, (B) Binary image of proposed 

method.

(A) (B)

Fig. 10. Binary image in illumination change experiment. (A) Binary image of past method, (B) Binary image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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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Stone detection experiment result. (A) Result of past method, (B) Result of proposed method.

Fig. 12. Detection speed comparison about past method 

and proposed method.

검출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실험이다. 실험의 객관

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바둑 대국 영상에서 바둑판 

화면을 캡쳐해 실험했다. 대국 영상은 총 303수로 이

뤄졌고, 303장의 캡쳐 사진을 자동바둑기보시스템에 

입력해 바둑돌 검출 여부와 검출 속도를 측정했다.

기존 방법은 오차율을 0.1로 적용해, 차영상의 크기

가 식 3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로 검출여부와 속도를 

측정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기존방법과 제안방법

의 검출률과 검출 속도를 보여준다. 총 303번의 시도 

중 제안방법은 291번을 성공해 96%의 성공률을 보

였고, 기존 방법의 경우 96번을 성공해 35%의 성공

률을 보여준다. 기존 방법의 경우 대부분 대국자의 

바둑돌 건드림으로 검출에 실패했고, 바둑돌이 많아

질수록 더 자주 발생했다. 검출 속도의 경우 제안 방

법은 평균 검출 속도가 0.0314, 기존 방법은 0.0227임

을 확인했다. 기존의 방법보다 0.0087초 느리지만, 그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를 통해 바둑대국을 자동

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RANSAC알고리즘을 통해 기보를 작성하며, 바둑돌 

위치의 미세변화나 조도변화, 카메라 높이 변화에 의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안방식은 필터 영상을 통

해 노이즈 에지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

한, RANSAC 연산량의 개선을 위한 방법들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기보 작성이 가능함

을 보였고, 기존 방식의 문제점들도 극복했음을 확인

했다. 향후연구에서는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전체적

인 자동기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

기에는 죽은 돌 검출, GUI 구축, 바둑연구를 돕는 복

기시스템 등이 있고, 성능검증을 위해 실제 바둑대국

영상을 통한 정량적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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