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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과 유무선 통신 기술의 눈부

신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전 센서(vision sen-

sor)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에서 기하학적 특징을 추

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그 중 하프변환(Hough

transform)은 획득한 영상에서 직선, 원, 타원 등을 

검출하는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프변환은 

획득한 영상에 잡음이 많거나, 검출하려는 직선의 일

부가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끊어진 경우에도 강건하

게 직선을 검출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하프변

환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이진영상의 모든 

특징점에 대해 공간변환을 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영상에서 동일직선을 겹쳐서 검출하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상에서 직선을 구성

하는 특징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한 직선

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1,2].

하프변환은 P. Hough[3]가 2차원 , 좌표의 직선

을 그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의 좌표로 공간변환시

켜 검출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R. Duda[4]는 P.

Hough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선을 극좌표의 

법선의 길이()와 법선과 축의 각도()로 나타내어 

와 좌표로 공간변환시켜 직선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R. Duda의 방법은 P. Hough의 기울기 

무한대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영상의 모든 특징점에 

대한 공간변환의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R. Dud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

구가 시도되었으며, 그 중 K. Chung[5]은 영상의 모

든 특징점에서 기울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구하고, 구

한 모든 각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성하여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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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각도영역을 예측하

여 하프변환의 처리시간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D.

Fan[6]은 영상의 각 특징점에서 구한 각도를 직접 

하프변환 수행에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K. Chung 방법과 D. Fan 방법은 

하프변환의 처리시간을 개선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

성하였지만, 영상에서 직선검출 성능은 오히려 기존

의 R. Duda 방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프변환의 처리시간 고속

화와 직선의 효율적 검출을 위하여 다중 통계기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프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비전시스템

을 통하여 획득한 영상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이진영

상과 각도영상(angle image)을 획득한다. 2) 획득한 

각도영상을 기반으로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7]을 실시하여 이진영상의 특징점을 6개의 층(strata)

으로 분류한다. 3) 분류된 6개의 각 층에서 특징점의 

개수에 비례하도록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7]을 적용하여 특징점을 표본 추출한다. 4) 각 층에

서 표본으로 추출된 특징점을 그 특징점이 속한 층의 

각도영역으로 하프변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프

배열(accumulator)에 저장한다. 5) 영상에서의 직선

검출은 각 층에 속한 특징점의 개수에 비례하여 그 

층이 속한 각도영역의 하프배열에서 지역 최대값 좌

표를 찾고, 그 좌표를 바탕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 관련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 본 논문의 제안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하고, 4장에서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을 비교 분석한

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고 향후연구 과제

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하프변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 Hough[3]는 아원자 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

기 위하여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으로 공간변환하는 

고전 하프변환 방법(classical Hough transform)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공간영역의 직선검출 문제를 

변환영역에서 지역 최댓값을 찾는 문제로 단순화시

켰다. 그러나 영상 내의 직선이 축에 평행에 가까울 

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어 변환영역을 컴퓨터 내에

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R. Duda[4]는 

직선을 극좌표의 두 파라미터 즉, 좌표의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법선인 와 법선과 축이 이루는 각도인 

에 의하여 표현하고, 와 의 두 파라미터의 공간으

로 변환을 수행하는 표준 하프변환 방법(standard

Hough transform)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P. Hough

의 변환영역의 범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프변환에 관여하는 특

징점이 하프변환의 결과를 저장하는 하프배열의 여

러 셀(cell)에 관계함으로써 영상에서 동일 직선을 겹

쳐서 검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K. Chung[5]은 k-레벨(level) 방향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직선이 존재할 각도영역

을 문턱치(threshold)를 이용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

된 각도영역에 대해서 하프변환을 수행하여 처리시

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히스토

그램에 사용되는 문턱치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고, 문턱치 이하의 주요 직선을 영상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D. Fan[6]은 영상의 각 특

징점에서 기울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구하고, 구한 각

도를 직접 하프변환에 사용하여 하프변환의 처리시

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하프변

환의 처리시간을 대폭 개선할 수 있지만 각 특징점에

서 구한 직선의 각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직선검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하프변환의 처리시간 고속화와 직

선검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층화추출과 계통추출을 

이용한 방법을 Fig. 1과 같이 제안한다. 본 제안 방법

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처리 부분

이다. 획득한 컬러영상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이진영

상과 각도영상을 획득하는 부분이다. 2) 다중 통계기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획득한 각도영상을 바탕으

로 이진영상의 특징점을 6개의 층으로 분류하고, 분

류된 각 층의 특징점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부분이다.

3) 하프변환 수행과 직선검출 부분이다. 표본으로 추

출된 특징점을 6개의 해당 각도영역을 바탕으로 하

프변환을 수행하여 결과를 하프배열에 저장하고, 최

종결과 하프배열에서 6개의 각 층의 특징점 비율에 

따라 6개의 각도영역으로 직선을 검출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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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처리 수행

본 논문에서는 비전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영상

에서 이진영상과 각도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먼저 Fig. 2와 같이 

획득한 원본영상(빌딩)을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8] 방법으로 명암도 영상으로 변

환하고, 캐니 에지(Canny edge)[9] 검출기를 이용하

여 이진영상을 획득한다.

그리고 명암도 영상의 각 화소에 수식 (1)과 같이 

축과 축 방향으로 미분하여 기울기를 구하고, 구

한 기울기를 바탕으로 수식 (2)와 같이 각 화소에서 

각도를 구한다[10]. 구한 각도의 영역은 -180o∼180o

이므로 이진영상을 바탕으로 특징점이 있는 화소에 

대하여 수식 (3)을 적용하여 그 영역을 1o∼180o로 

바이어스(bias)시켜 최종 각도영상을 획득한다[11].

∇≡ ≡


























 (1)

여기서  는 영상에서 임의의 좌표 의 축,

축 방향의 기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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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좌표 에서의 각도이고, -180o

≤ ≤180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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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3)

여기서  는 영상에서 획득된 각도로서 그 범

위가  ≤   ≤ 이고,  는 범위 조

정된 각도로서 그 범위는 ≤  ≤이다.

범위가 -180o∼180o인 각도영상의 일부분을 Fig.

3(a)에 나타내었고, 그 영역의 이진영상의 부분을 

Fig. 3(b)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진영상의 특징점

이 있는 화소의 각도에 대하여 수식 (3)을 적용하여 

획득한 최종 각도영상의 일부분을 Fig. 3(c)에 나타

내었다.

Fig. 1.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a) (b) (c)

Fig. 2. Acquisition of binary image: (a) Original image, (b) Gray image, (c) Bina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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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층화추출을 이용한 이진영상 특징점 분류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이진영상의 특징점

을 층화추출을 이용하여 각도가 유사한 층으로 분류

한다. 층화추출은 Fig. 4와 같이 모집단(population)

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성질이 유

사한 층(strata)이라 부르는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층을 모집단으로 생각하여 표본을 추출하

는 방법이다. 층화추출은 분류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추출률을 낮게 하여도 표본분산이 낮으므

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할 때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

다[7].

층화추출에서 층간 구성요소는 이질적(heteroge-

neous)이고, 층 내의 구성요소는 동질적(homogene-

ous)일 때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각도영상을 기반으로 이진영

상의 특징점을 수식 (4)의 SAoA (six areas of angle)

와 같이 30o씩 6개의 층(1o∼30o, 31o∼60o, 61o∼90o,

91o∼120o, 121o∼150o, 151o∼180o)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으로 이진영상의 특징점을 각

도영상을 바탕으로 6개의 층으로 분류하여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빌딩영상의 이진영상에서 전체 특

징점의 개수는 11,037개이고, 그중 1o∼30o는 2,455개,

31o∼60o는 676개, 61o∼90o는 1,416개, 91o∼120o는 

(a) (b) (c)

Fig. 3. Acquisition of angle image: (a) Angle image(–180o∼180o), (b) Binary image, (c) Angle image(1o~180o).

Fig. 4. Stratified sampling method.

(a) (b) (c)

(d) (e) (f)

Fig. 5. Six stratum of binary image: (a) 1o∼30o, (b) 31o∼60o, (c) 61o∼90o, (d) 91o∼120o, (e) 121o∼150o, (f) 151o∼1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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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개, 121o∼150o는 935개 그리고 151o∼180o는 

3,456개로 각각 분류되었다.

       
   ∈
    ∘  ∘ ×  ≤  ≤ ∘ × 
∩ ∈  ∅ (4)

여기서  는 첨수집합(index set)이고,  는 집합 

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SAoAi (six areas

of angle)는 이진영상의 특징점 을 6개의 각도영

역에 따라 분류한 집합이고, 그것의 교집합은 ∅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3.3 계통추출을 이용한 특징점 표본 추출   

층화추출에 의하여 특징점을 6개의 층으로 분류

한 후 각 층에 계통추출을 적용하여 하프변환에 사용

될 특징점을 표본 추출한다. 계통추출은 Fig. 6과 같

이 모집단의 구성요소를 일렬로 늘어놓고 일정한 간

격으로 구성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계통추출은 

구성요소 추출이 간단하면서 임의추출(random sam-

pling) 보다 선택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추출된 구성요소가 모집단에 균일하게 퍼져있기 때

문에 임의추출 보다 모집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층화추출에 의하여 6개의 

층으로 분류된 각 층에 계통추출을 적용하여 하프변

환에 사용될 구성요소를 추출한다. 이때 각 층에서 

구성요소를 추출할 때 사용할 추출 간격(term)은 수

식 (5)와 같이 이진영상의 특징점의 비율(R)을 바탕

으로 그 비율이 0.05 이상일 때 5로 설정하고, 미만일 

때는 10으로 한다. 특징점 비율은 영상의 전체 픽셀

ToP (total of pixels)에 대한 이진영상의 특징점

NoF (number of features)으로 획득한다. 비율 0.05

는 실험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특징점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은 해당 영상의 복잡도가 높다는 의미로서 

구성요소의 추출이 많이 필요하다. 빌딩영상(380×

509)의 경우 특징점의 비율이 0.0571이므로 6개의 각 

층에서 5의 간격으로 구성요소를 각각 491개, 136개,

284개, 420개, 187개 그리고 692개 추출한다.

ToP = Height * Width,

R = NoF / ToP,

term =  if ≥ 
 

(5)

여기서 ToP는 영상의 전체 픽셀 개수이고, Height

와 Width는 영상의 높이와 너비이다. NoF는 이진영

상의 특징점의 개수이다. 그리고 term은 구성요소를 

추출할 간격이다.

3.4 하프변환 수행

하프변환은 수식 (6)에 의하여 이진영상의 모든 

특징점을 와  평면으로 공간변환시켜 영상에서 직

선을 검출하는 방법이다[4]. 공간영역의 직선 위의 

두 특징점  ,   에 대한 하프변환 수행은 하

프공간의 2차원 하프배열에 정현곡선으로 Fig. 7과 

같이 나타난다. 하프배열은 0의 값으로 초기화되고,

공간영역의 특징점이 하프변환에 의하여 공간변환

될 때 해당 셀의 빈도수가 1씩 증가된다. 하프배열에

서 정현곡선의 교차점 셀에는 빈도수가 2이고, 교차

점을 제외한 정현곡선 상의 모든 셀의 빈도수는 1이

며, 그 외의 모든 셀은 0의 빈도수를 가진다. 하프변

환은 이진영상의 모든 특징점을 공간변환하기 때문

에 처리시간은 수식 (6)과 같이 영상의 특징점의 개

수와 각도영역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징점의 개수가 

11,037개인 빌딩영상은 ∆  ∘인 경우, 수식 (6)을 

11,037 x 180번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하프변환의 

처리속도를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특징점의 개수와 

각도영역의 차원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

요하다.

    , ∘ ≤≤∘ (6)

여기서  는 영상에서의 특징점의 좌표이고, 

는 좌표의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법선의 거리이다. 그

리고 는 축과 법선 사이의 각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프변환의 처리속도 고속

Fig. 6. Systematic sam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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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하여, 다중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하프변환에 

사용될 특징점의 개수를 줄이고, 하프변환 수행에 사

용되는 각도영역(1o∼180o)을 수식 (7)과 같이 각 층

의 해당 각도영역으로 제한하여 각도영역의 차원을 

1/6로 줄인다.

        ∈
    ∘  ∘ ×  ≤  ≤∘ × 
    

(7)

여기서  는 영상에서의 특징점의 좌표이고, 

는 좌표의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법선의 거리이다. 그

리고 는 축과 법선 사이의 각도이다.

3.5 직선검출 수행

영상에서 직선검출은 Fig. 8과 같이 하프변환의 

결과를 저장하는 2차원 하프배열인 와 평면의 셀

의 누적 값을 조사하여 지역 최댓값이 되는 셀의 좌표

(  )를 이용하여 다음의 수식    cossin 

sin에 의하여 영상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

으로 하프변환의 직선검출은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직선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하프변환의 특성은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직선이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검출

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직선을 효율적으

로 검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선검출을 설계한

다. 먼저 영상에서 추출할 직선의 전체 개수 ToEL

(total of extracting lines)를 결정하고, 수식 (8)과 같

이 이진영상의 전체 특징점의 개수 NoF (number

of features)와 6개의 각 층으로 분류된 특징점의 개

수 NoCF (number of classified features)를 이용하

여 각 층의 특징점 비율 r을 구한다. 그리고 그 비율

을 바탕으로 6개의 각 방향으로 검출할 직선의 개수

NoEL (number of extracting lines)를 구하여 영상

에서 직선을 각각 검출한다. 이렇게 직선검출을 설계

(a) (b)

Fig. 7. Hough Transform: (a) xy-plane, (b) -plane.

(a) (b)

Fig. 8. Line detection: (a) -plane, (b) xy-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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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영상에서 직선검출이 길이가 긴 직선에 집중

되는 것을 막고, 의미 있는 주요 직선을 여러 방향에

서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

 = NoCF i / NoF, (8)

NoELi =  * ToEL

여기서 는 6개 각 층의 특징점 비율이고, NoCF i

는 6개 각 층으로 분류된 특징점의 개수이며, NoF는 

이진영상의 전체 특징점의 개수이다. 그리고 NoELi

는 6개의 각 방향으로 검출할 직선의 개수이고, ToEL

는 영상에서 추출할 전체 직선의 개수이다.

ToEL가 10일 때, 빌딩영상의 NoF는 11,037개이

고, 6개의 각 층으로 분류된 NoCF i는 각각 2,455개,

676개, 1,416개, 2,099개, 935개 그리고 3,456개이므로 

각 층의 특징점 비율 은 각각 0.2224, 0.0612, 0.1283,

0.1902, 0.0847 그리고 0.3131이다. 이 비율을 바탕으

로 6개의 각 방향으로 검출할 직선의 개수 NoELi는 

각각 2개, 1개, 1개, 2개, 1개 그리고 3개로 결정이 

되어 영상에서 직선을 검출한다.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 사용된 실험영상은 Fig. 9와 같이 회랑

(arcade)영상, 건물(building)영상, 복도(corridor)영

상, 집(house)영상, 계단(stair)영상 그리고 청사진

(blueprint)영상이다[12]. 실험영상의 크기와 전처리

를 통하여 획득한 이진영상의 특징점 개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크기가 다양한 실험영상이 사용되

었고, 실험영상의 특징점의 개수는 최소 약 5,000개

에서 최대 약 17,000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영상에서 계통추출을 적용하

여 6개의 층에서 특징점을 추출할 때 사용할 추출간

격은 특징점 비율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즉 영상 크

기에 대한 특징점 비율이 0.05 이상인 실험영상의 경

우는 추출간격을 5로 하고, 그 미만의 경우는 10으로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각 실험영상에 대한 특징

점 비율과 추출간격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영

상 중 복잡도가 가장 놓은 회랑(arcade)영상의 경우 

추출간격이 5이고, 나머지 실험영상의 경우는 10이

다. 즉 일괄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점 비율을 바탕으로 영상의 복잡도

가 높은 영상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표본을 추출하

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실험영상에 대한 6개의 각 층으로 분류된 

특징점의 개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고, Table 2의 

추출간격을 바탕으로 각 층에서 추출한 특징점의 개

수는 Table 4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4의 추출

된 특징점을 바탕으로 하프변환을 수행하였다.

실험영상을 바탕으로 표준 하프변환인 R. Duda

방법[4], k-레벨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K. Chung 방

(a) (b) (c)

(d) (e) (f)

Fig. 9. Images of test: (a) arcade, (b) building, (c) corridor, (d) house, (e) stair, (f) blu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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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 특징점의 각도를 직접 사용하는 D. Fan 방법

[6] 그리고 제안방법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실험을 위하여 Microsoft Windows 7, Dual

CPU 2.16GHz, 4GB RAM 환경에서 Matlab 7.1로 

구현하였고, K. Chung 방법의 문턱치는 히스토그램

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4.2 처리시간 비교

각 실험영상에 대하여 10회 반복 수행하여 그 평

균을 처리시간으로 구하여 Fig. 10에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하프변환의 처리시간이 특징점의 개수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특징점의 개수가 많은 회랑

(arcade)영상, 복도(corridor)영상, 집(house)영상 그

리고 특징점의 개수가 적은 빌딩(building)영상, 계

단(stair)영상, 청사진(blueprint)영상 간의 비교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방법의 평균 처리시간을 살펴보면, R. Duda 방

법은 약 0.622초, K. Chung 방법은 약 0.371초, D.

Fan 방법은 약 0.335초 그리고 제안방법은 약 0.287

초의 처리시간이 소요되었다. 표준 하프변환인 R.

Duda 방법의 처리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 

원인은 모든 특징점을 사용하여 하프변환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K. Chung 방법과 D. Fan 방법은 비슷

한 처리시간 성능을 보였으며 R. Duda 방법에 비하

Table 1. Size of images and no. of features

test images arcade building corridor house stair blueprint

size of images 512 × 512 387 × 580 737 × 1200 618 × 991 297 × 399 536 × 684

no. of features 13,376 8,055 11,512 17,044 5,900 4,679

Table 2. Rate of features and term of sampling in six strata

test images arcade building corridor house stair blueprint

rate of features 0.0510 0.0359 0.0130 0.0278 0.0498 0.0128

term of sampling 5 10 10 10 10 10

Table 3. No. of classified features in six strata

test images arcade building corridor house stair blueprint

1o∼30o 3,355 1,797 2,260 1,958 1,716 326

31o∼60o 2,183 1,160 973 1,496 478 126

61o∼90o 1,386 1,140 2,274 4,201 597 1,557

91o∼120o 1,496 240 2,070 4,984 1,015 705

121o∼150o 557 2,942 1,107 1,281 508 141

151o∼180o 4,399 776 2,828 3,124 1,586 1,824

total 13,376 8,055 11,512 17,044 5,900 4,679

Table 4. No. of sampled features in six strata

test images arcade building corridor house stair blueprint

1o∼30o 671 180 226 196 172 33

31o∼60o 437 116 98 150 48 13

61o∼90o 278 114 228 421 60 156

91o∼120o 300 24 207 499 102 71

121o∼150o 112 295 111 129 51 15

151o∼180o 880 78 283 313 159 183

total 2,678 807 1,153 1,708 59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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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리시간이 많이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 처리시간 성능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R. Duda 방법( ),

K. Chung 방법 ) 그리

고 D. Fan 방법 ) 보다 각각 

약 54%, 23% 그리고 14%의 향상된 처리시간을 나타

내었다.

4.3 직선검출 비교

각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영상에서 10개의 직선을 

각각 검출하였으며 그 직선검출 개수를 Fig. 11에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전체 실험영상에 대한 R. Duda

방법은 평균 약 9.3개의 직선을 검출하였고, K. Chung

방법은 평균 약 8.8개, D. Fan 방법은 평균 약 8.3개를 

검출하였다. K. Chung 방법과 D. Fan 방법은 처리시

간에서는 R. Duda 방법 보다 우수하였지만, 직선검

출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은 특징점에서 구한  부정확한 각

도를 기반으로 하프변환을 수행하여 영상에서 직선

을 검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K. Chung 방

법의 복도(corridor)영상의 경우, 복도영상의 중앙 기

둥부분의 직선을 중복 검출하였고, D. Fan 방법의 

청사진(blueprint)영상의 경우, 청사진영상의 왼쪽 

수직부분의 직선을 중복 검출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평균 약 9.7개의 우수한 직선검출 성능을 나

타내었고, 대부분의 실험영상에서 10개의 직선을 검

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들과는 확연하게 영상

의 다양한 방향에서 중요 직선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제안방법의 복도(corridor)영상에서는 1

개의 직선을 오검출하였고, 계단(stair)영상에서는 1

개의 직선을 중복 검출하였다.

전체 실험영상에 대한 각 방법의 직선검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방법들은 특징점이 많

은 직선을 중심으로 검출이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영

상에서 특징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미 있는 

직선을 검출할 수 없음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본 논

문의 제안 방법은 다양한 방향의 의미 있는 직선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영상 중 집(house)영상

과 청사진(blueprint)영상에 대한 각 방법의 직선검

출 결과를 Fig. 13에 더 자세히 나타내었다. 기존의 

방법들은 두 실험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

로 길이가 긴 특징점이 많은 직선을 중심으로 중복하

여 검출이 이루진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안방법은 

기존의 방법들 보다 영상의 다양한 방향에서 주요 

직선을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통계기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고속 하프변환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프변환의 처

리시간 고속화를 위하여, 층화추출과 계통추출을 이

용하여 하프변환에 사용되는 특징점의 개수를 축소

하여 처리시간을 일차적으로 고속화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점을 세부 방향으로 나누어 하프변환의 

수행방향 차원수를 축소하므로 추가적인 하프변환 

고속화를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영상에서 

직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검출할 수 없었던 

직선검출 문제를 하프변환의 결과가 저장된 하프배

열에서 세부 방향으로 직선을 검출하도록 설계하므

로 해결하였다.

Fig. 10.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Fig. 11. No. of li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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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ults of line detection of test images by various methods: (a) R. Duda, (b) K. Chung, (c) D. Fan, (d) 

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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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안방법은 기존의 방법들과의 비교 평

가에서 하프변환의 처리시간과 직선검출  영역 모두

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복잡한 영상

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직선을 검출하는데 뛰어난 성

능을 나타내었으며,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비전 응용분야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발전시

키는 것이다.

REFERENCE

[ 1 ] P. Hart, "How the Hough Transform Was

Invented," Proceeding of IEEE Signal Pro-

cessing Magazine, pp. 18-22, 2009.

[ 2 ] B.H. Cho and S.H. Jung, "Line Detection in

the Image of a Wireless Mobile Robot Using

an Efficient Preprocessing and Improved

R. Duda

K. Chung

D. Fan

Our work

(a) (b)

Fig. 13. Results of line detection of house and blueprint images by various methods: (a) house, (b) blueprint.



175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0호(2016. 10)

Hough Transform," Journal of Korea Multi-

media Society, Vol. 14, No. 6, pp. 719-729,

2011.

[ 3 ] P. Hough, A Method and Means for Recogni-

zing Complex Patterns, U.S. Patent No. 3069654,

1962.

[ 4 ] R. Duda and P. Hart, "Use of the Hough

Transformation to Detect Lines and Curves in

Pictures," Communication of the ACM, Vol.

15, No. 1, pp. 11-15, 1972.

[ 5 ] K. Chung, Z. Lin, S. Huang, Y. Huang, and

H. Liao, "New Orientation-based Elimination

Approach for Accurate Line-Detection,"

Pattern Recognition Letters, pp. 11-19, 2010.

[ 6 ] D. Fan, H. Bi, and L. Wang, "Implementation

of Efficient Line Detection with Oriented

Hough Transform," Proceeding of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Audio, Language and

Image Processing, pp. 45-48, 2012.

[ 7 ] K. Ramachandran and C. Tsokos, Mathematical

Statistics with Applications, AP, Cambridge,

Mass., 2009.

[ 8 ] J. Martiney, U. Rodriguez, and M. Nechyba,

"An Automated Implementation of Beamlets

to Classify Frames of Triggered Lightning,"

Proceeding of Florida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Robotics, pp. 1-6, 2003.

[ 9 ] J. Canny, "A Computational Approach to Edge

Detection," IEEE Transaction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8, No.

6, pp. 679-698, 1986.

[10] R. Gonzalez and R. Woods, Digital Image

Processing, Third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2008.

[11] B.H. Cho and S.H. Jung, "An Improved Hough

Transform Using Directional Information,"

Journal of KIISE: Computing Practices and

Letters, Vol. 19, No. 2, pp. 105-109, 2013.

[12] Martin’s ISE (Image Sharing for Experiment),

http://mips.changwon.ac.kr/~martin (accessed

Aug., 12, 2016).

조 보 호

1991년 2월 창원대학교 전자계산

학과 이학사

1998년 2월 창원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공학석사

2011년 8월 창원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공학박사

2011년～현재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밉스 랩 연구원

관심분야 :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모바일 

로봇

정 성 환

1988년 8월 경북대학교 대학원 공

학박사

1983년～1985년 한국전자통신연

구소 연구원

1986년 전자계산기기술사, 1992

년 정보처리기술사

1993년～1994년 Univ. of California (UCSB) Post-Doc.

1999년～2000년 Colorado School of Mines 연구교수

2008년～2009년 Univ. of Missouri (UMKC) 방문교수

2015년～2016년 독일 Univ. of Konstanz 연구교수

1988년～현재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멀티미디

어 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