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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추출법을 이용한 개선된 하 변환
(An Improved  Hough Transform Using 

Systematic Sam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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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 변환(Hough transform)의 성능을 개선하기 해, 체계  추출법(systematic 

sampling method)을 이용한 개선된 하 변환을 제안한다. 체계  추출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통계  추출 방법  하나이다. 체계  추출법으로 상에서 추출된 특징 은 일정한 간

격으로 추출되어 연 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체계  추출법을 이용하

여 낮고 안정 인 추출비율로 상에서 은 량의 특징 을 추출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과 실험 상에 하여 처리시간과 직선추출 부분에서 비교 평가되었고 

의미 있는 결과를 획득하 다.

키워드: 하 변환, 처리시간, 직선추출, 체계  추출법

Abstract In this paper, an improved Hough transform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Hough transform using systematic sampling method. Systematic sampling method is one of statical 

sampling methods which extracts samples in a population at regular intervals. The extracted samples 

from an image through this method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high correlation to one another. 

Therefore, we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Hough transform with the extracted small amount of 

features in the image through a low and stable extraction rate. The proposed method was compared 

and evaluated on processing time and line extraction in each of experimental images with previous 

methods, and an extremely meaningful result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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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비 (computer vision)

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획득한 상에서 선(line), 원

(circle) 그리고 타원(ellipse)과 같은 기하학  특징을 

추출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획득

한 상에서 기하학  특징을 추출하는 도구  하나인 

하 변환(Hough transform)은 P. Hough[2]에 의하여 

상에서 직선을 추출하기 하여 제안되었으며, P. 

Hart와 R. Duda[3]에 의하여 상에서 직선과 더불어 

원과 타원까지 추출할 수 있게 발 되었다. 하 변환은 

추출하려는 상에 잡음이 많이 존재하거나, 직선이 변

형되거나, 부분 으로 직선이 존재하드라도 강건하게 추

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컴퓨터 비   분야에 걸쳐 

리 사용되어졌으며[4], 최근에는 특히 무인자동차[5], 지

능형 이동로 [6], 그리고 의료  보안[7] 분야 등과 더

불어 연구  발 되고 있다. 그러나 하 변환은 상에

서 기하학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상의 모든 특징

(feature)을 라미터(parameter) 좌표로 변환하므로 

높은 처리시간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실시간 특징추

출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만 한다.

하 변환의 처리시간 개선과 련된 기존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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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가지로 크게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 

하 변환에 사용되는 직선이 존재할 방향의 범 를 축

소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D. Fan[8] 등이 제안한 

상의 각 화소(pixel)에서 기울기를 이용하여 직선의 방

향을 구한 후, 그 방향을 이용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과 B. H. Cho[9] 등이 제안한 상에서 

직선이 존재할 방향을 확률 도 함수(probability mass 

function)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하 변환의 성능을 개

선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은 상의 각 화소에서 

추출한 직선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상에서 직

선을 잘 못 추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 변환에 사용

되는 상의 특징 의 개수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여기

에는 K. Ghazali[10] 등이 제안한 상에서 직선을 추

출할 심 역을 먼  설정하고, 심 역의 특징 을 이

용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과 N. Kiryati[11] 

등이 제안한 랜덤 추출법(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상의 특징   일부를 추출한 후, 하 변환

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K. Ghazali 등의 방

법은 직선을 추출할 상에 한 사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고, N. Kiryati 등의 방법은 복잡한 상

에서 직선추출 하 상과 랜덤 추출법으로 인한 신뢰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 변환의 처리시간을 개선하고, 직선

추출 부분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기 해 체계  추

출법을 이용한 개선된 하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체계

 추출법[12]는 난수를 이용하여 모집단에서 첫 번째 

표본에 해당하는 시작 을 결정하고, 그 시작 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통계  추출 방법  

하나이다. 이 추출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

므로 상에서 추출된 특징  사이의 연 성이 좋은 특

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체계  추

출법을 이용하여 상에서 은 량의 특징 을 추출하

여 하 변환의 처리시간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에서 직선을 보다 효율 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체계  추출법의 첫 번째 표본의 시작  

결정을 난수를 사용하는 방법 신, 고정 치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직선추출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계  추출법을 이용한 개선

된 하 변환의 수행은 먼 , 입력 상을 처리하여 

상의 특징  역과 비특징  역으로 분리한다. 다음

으로 분리된 특징  역에 수정된 체계  추출법을 

용하여 하 변환에서 사용할 특징 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 에 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여 하 변환

의 결과를 장하는 하 배열(accumulator)을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하 배열의 지역 최 값 좌표를 이

용하여 상에서 직선을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P. Hart 방법[3], D. Fan 방법[8], 그리고 N. Kiryati 

방법[11]과 실험 상에 하여 처리시간과 직선추출 부

분에서 비교 평가되어 그 성능의 우수함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기 한 기존 연구에 

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체계  추출법을 이용한 개선된 하 변환 방법에 하

여 기술하고, 4장에서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을 비교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에 하여 서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P. Hough[2]는 카테시안(Cartesian) 좌표에서 기울기

와 편으로 표 된 직선을 기울기와 편에 의한 라

미터 좌표로 변환시켜 직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카테시안 좌표의 직선추출을 라미터 

좌표에서 직선의 교 을 찾는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그

러나 카테시안 좌표에서   축에 평행인 직선의 경우, 

기울기가 무한 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P. Hart[3] 

등은 카테시안 좌표에서 직선을 기울기와 편을 사용

하는 신   축과   축이 만나는 원 에서 직선까지의 

법선의 길이()와 법선과   축이 만나 이루는 각도()

를 이용하여 직선을 표 하 고, 직선을  에 의한 

라미터 좌표로 변환시켜 직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이 방법은 크기가 유한한 상에 해서는 항상 

유한한 역으로 값이 변환되므로, P. Hough의 기울기

가 무한 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

의 모든 특징 에 하여 직선이 존재할 모든 방향으로 

하 변환을 수행하므로 높은 처리시간 비용 문제가 발

생한다.

D. Fan[8] 등은 상의 각 화소에서 기울기를 이용하

여 직선의 방향을 구하고, 그 방향을 이용하여 하 변환

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직선

이 존재할 모든 방향에 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지 않

으므로 하 변환의 처리시간을 효과 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화소에서 구한 직선의 방향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상에서 직선추출 성능이 떨어질 수 있

다. B. H. Cho[9] 등은 상에서 직선이 존재할 방향을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추정된 방향으로 

하 변환을 수행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처리시간과 직선추출 부분에

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각 화소에서 추출된 직선

의 방향의 정확도에 직선추출 결과가 향을 받을 수 

있다. D. Fan 방법과 B. H. Cho 방법은 하 변환에 사

용되는 직선이 존재할 방향의 범 를 축소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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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들이다.

K. Ghazali[10] 등은 상에서 직선을 추출할 역을 

먼  심 역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심 역의 특징

에 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

기 하여 일반 으로 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성능 

한 체 으로 만족스럽다. 그러나 직선을 추출할 상

에 한 사  지식을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N. Kiryati[11] 등은 랜덤 추출법을 

이용하여 상의 특징   일부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

징 을 이용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다른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하

변환의 처리시간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상에서 직선추출 하 상이 발생하고, 랜덤 

추출법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 상임에도 불구하고 사

용자에게 동일한 직선추출 결과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K. Ghazali 방법과 N. Kiryati 방법은 하 변환에서 사

용하는 상의 특징 의 개수를 축소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들이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하 변환의 우수한 처리시간 확보와 

직선추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그림 1과 같은 체

계  추출법을 이용한 개선된 하 변환 방법을 제안한

다. 먼 , 입력 상을 획득하여 처리 과정을 거쳐 

상의 특징  역과 비특징  역으로 분리하고, 분리

된 상의 특징  역에 수정된 체계  추출법을 용

하여 하 변환에 사용할 특징 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그림 1 제안방법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추출된 특징 에 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여 하 배열

을 획득한 후, 획득한 하 배열에서 지역 최 값 좌표를 

조사하여 상에서 직선을 추출한다.

3.1 처리(Preprocessing)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13]의 실험  분석을 바탕으

로 입력 상을 처리하여 특징  역과 비특징  

역으로 분리한다. 먼 , 입력 상인 컬러(color) 상에 

하여 RGB(Red Green Blue) 채 (channel)로 분리한 

후, 복잡도가 상 으로 낮은 G 채 을 이용하여 명암

도 상을 획득한다. 다음으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해상

도가 낮은 상에서도 충분한 에지(edge)를 추출하는 

그 이디언트(gradient) 방법을 이용하여 명암도 상에

서 에지 상을 추출한다. 그리고 입력 상에 응 으

로 문턱값(threshold)을 제공하는 오스(Otus) 방법[14]

를 에지 상에 용하여 이진 상을 획득한 후, 특징

 역과 비특징  역으로 분리한다.

3.2 체계  추출법(SSM)

처리 과정을 통하여 분리된 상의 특징  역에

서 하 변환에 사용할 특징 을 체계  추출법을 이용

하여 추출한다. 체계  추출법[12]는 먼 , 모집단에 일

련번호를 매기고 표본으로 추출할 비율을 결정한다. 표

본의 크기를 , 모집단의 크기를  이라 할 때 추출비

율()은 식 (1)과 같다. 다음으로 모집단의 1번에서 1/

번까지의 일련번호에서, 난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일련번

호를 선택하여 첫 번째 표본으로 추출하고, 그 이후의 

표본은 1/  간격으로 일정하게 연속으로 추출한다.

              

 ≤ ≤ ≤  (1)

체계  추출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므로, 랜덤 추출법 보다 특징  간의 연 성이 더 

잘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낮은 추

출비율로 상에서 은 량의 특징 을 추출하여 하 변

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  추출법은 첫 

번째 표본을 난수를 이용하여 추출하므로, 랜덤 추출법과 

같이 직선추출 결과가 매번 바뀔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첫 

번째 표본을 난수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방법 신, 고정

치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신뢰성 있

는 직선추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3 체계  하 변환(SYS_HT)

하 변환[4]은 상에서 직선을 추출하기 하여 상

의 특 {       }을 식 (2)을 이용하여 와 

  좌표로 변환하여 크기  × 인 2차원 하 배열의 

해당 셀(cell)의 값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하 변환의 처

리시간은  ⋅ 가 요구되고, 이는 하 변환에 사용

되는 특징 의 개수와 각도에 의하여 하 변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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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ilding (b) chess (c) corridor

(d) plate (e) tower (f) wall

그림 2 실험 상

Fig. 2 Test images

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2)

여기서, 은 원 에서 직선까지의 법선의 길이이고, 은 

법선과 축이 이루는 각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4장의 실험  분석을 바탕으로 식 (3)

과 같이 안정 이면서 낮은 추출비율로, 수정된 체계  

추출법을 이용하여 상에서 특징 {(  )    }

을 추출하여 하 변환을 수행한다. 추출된 특징 에 

한 하 변환의 처리시간은  ⋅ 이 되어, 그 처리

시간을 효과 으로 단축할 수 있다.

            , ≤≤,    (3)

여기서 은 추출된 특징 의 크기, 은 실험에 의한 추

출비율, 그리고 은 상의 특징  크기이다.

3.4 직선추출(Line extraction)

직선추출은 하 변환의 결과가 장된 하 배열에서 

지역 최 값의 좌표  을 찾아 식 (4)을 이용하여 

상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하 변환에 사용되는 

특징 은 하 배열의 여러 셀의 증가에 여하여 올바

른 지역 최 값 좌표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상에서 동일 직선을 겹쳐서 추출하게 되는 원인

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하 변환

은 연 성 있는 은 량의 특징 을 이용하여 하 변환

을 수행하므로 보다 깨끗한 하 배열을 획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 배열에서 올바른 지역 최 값 좌표 선택

이 용이해지므로 상에서 보다 효율 으로 직선을 추

출할 수 있다.

          cossin  sin  (4)

4. 실험  분석

4.1 실험환경

본 논문의 실험은 Microsoft Windows XP, Dual 

CPU 2.16GHz, 2GB RAM에서 Matlab 7.1 환경에서 구

되었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상의 모든 특징 과 

직선이 존재할 모든 방향을 고려한 P. Hart 방법[3], 상

의 각 화소에서 직선의 방향을 추출하여 방향의 범 를 

축소하는 D. Fan[8] 방법 그리고 랜덤 추출법을 이용하

여 하 변환에 사용될 특징 을 축소하는 N. Kiryati[11] 

방법과 비교 평가되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실험

상은 그림 2와 같이 건물(building) 상, 체스(chess) 

상, 복도(corridor) 상, 번호 (plate) 상, 타워(tower) 

상 그리고 벽(wall) 상으로 구성되었다.

각 실험 상의 크기, 처리 과정을 거쳐 획득한 특징

의 개수 그리고 실험 상 크기에 한 특징 의 비율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크기의 실험 상을 실험

에 사용하 으며, 실험 상의 평균 크기는 약 710×600

이었다. 한 각 실험 상의 특징 의 개수는 약 5,000

개에서 26,000개 사이 으며, 평균 약 15,000개 이었다. 

그리고 실험 상에서 특징 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서 5% 사이의 값을 가졌으며, 평균 약 4%이었다. 실험

상 에서 건물 상과 복도 상의 특징 의 비율이 

다른 실험 상 보다 높은 것을 통하여, 두 실험 상이 

상 으로 복잡도가 높은 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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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상 크기와 특징

Table 1 Size of test images and features

Test

images

Size of

images

No. of

features

Rate of

features

building 868 × 600 26,042 5%

chess 747 × 485 10,521 3%

corridor 304 × 350 5,136 5%

plate 640 × 426 10,317 4%

tower 768 × 768 14,092 2%

wall 960 × 960 24,587 3%

avg. 715 × 598 15,116 4%

제안 방법과 N. Kiryati 방법은 상에서 추출된 일

부 특징 을 이용하여 상에서 직선을 추출하는 방법

으로서,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기 해 추출비율을 

결정해야한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의 모든 

특징 을 사용하여 직선을 추출하는 P. Hart 방법의 직

선추출 개수를 기 으로 삼았다. 즉, P. Hart 방법에 의

하여 추출된 직선의 개수 이상이 추출되는 최소의 추출

비율을 제안 방법과 N. Kiryati 방법의 추출비율로 결

정하 다. P. Hart 방법, D. Fan 방법, N. Kiryati 방법 

그리고 제안 방법에 의한 각 실험 상에 한 직선추출 

개수와 해당 추출비율을 표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P. Hart 방법의 평균 추출비율은 상의 모든 특징

을 사용하므로 1.0이었고, 평균 6.5개의 직선을 실험 상

에서 추출하 다. 건물 상, 체스 상 그리고 벽 상

에서 각각 6개의 직선을 추출하 고, 나머지 복도 상, 

번호  상 그리고 타워 상에서 각각 7개를 추출하

다. D. Fan 방법의 평균 추출비율은 모든 특징 을 

사용하므로 1.0이었고, 실험 상에 한 평균 직선추출

은 6.8개 이었다. 건물 상, 체스 상, 번호  상 그

리고 타워 상은 각각 7개, 복도 상은 5개 그리고 벽 

상은 8개의 직선을 추출하 다. D. Fan 방법에서 복

도 상의 경우, 다른 실험 상에 비하여 동일 직선을 

많이 겹쳐서 추출하 다.

N. Kiryati 방법의 평균 추출비율은 0.25이었고, 건물 

상과 같이 상의 좌측 상하 역에서 추출하려는 직

선과 직 으로 계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된 상의 

경우와 복도 상과 같이 다소 복잡한 상의 경우, P. 

Hart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개수만큼 상에서 직선을 

추출하기 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추출비율인 0.6과 

0.4가 각각 필요하 다. 그리고 실험 상에 한 평균 

직선추출은 7개 이었고, 건물 상과 벽 상에서는 각

각 6개, 체스 상과 복도 상에서는 각각 7개 그리고 

번호  상과 타워 상에서는 각각 8개의 직선을 추

출하 다. 제안 방법의 평균 추출비율은 0.15이었고, 

체 실험 상에 하여 0.1에서 0.2 사이의 낮고 안정

표 2 직선추출 개수와 추출비율(개수/비율)

Table 2 No. of line extraction and extraction rate(No./rate)

Test

images
Hart Fan Kiryati Proposed

building 6/1.0 7/1.0 6/0.6 6/0.2

chess 6/1.0 7/1.0 7/0.1 8/0.1

corridor 7/1.0 5/1.0 7/0.4 7/0.2

plate 7/1.0 7/1.0 8/0.2 7/0.2

tower 7/1.0 7/1.0 8/0.1 7/0.1

wall 6/1.0 8/1.0 6/0.1 7/0.1

avg. 6.5/1.0 6.8/1.0 7/0.25 7/0.15

표 3 추출비율에 의한 특징  개수

Table 3 No. of features through extraction rate

Test

images
Hart Fan Kiryati Proposed

building 26,042 26,042 15,625 5,208

chess 10,521 10,521 1,052 1,052

corridor 5,136 5,136 2,054 1,027

plate 10,317 10,317 2,063 2,063

tower 14,092 14,092 1,409 1,409

wall 24,587 24,587 2,459 2,459

avg. 15,116 15,116 4,111 2,203

인 추출비율로 직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실험 상에 

한 평균 직선추출은 7개 이었으며, 건물 상 6개, 복도 

상, 번호  상, 타워 상 그리고 벽 상에서 각각 

7개 그리고 체스 상에서 8개의 직선을 추출하 다.

표 2의 네 방법의 특징  추출비율을 바탕으로 각 실

험 상에서 추출된 특징 의 개수를 표 3에 정리하 다. 

P. Hart 방법과 D. Fan 방법은 모든 특징 을 사용하

는 방법이므로 추출된 평균 특징  개수는 모두 약 

15,000개이었고, N. Kiryati 방법은 평균 약 4,100개 그

리고 제안 방법은 평균 약 2,200개 이었다. 실험 상 

에서 건물 상과 복도 상에 한 N. Kiryati 방법과 

제안 방법에 의한 추출된 특징 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N. Kiryati 방법이 제안 방법에 비해 각각 3배, 2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표 2에서와 같이 

N. Kiryati 방법이 제안 방법 보다 추출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4.2 처리시간  직선추출

P. Hart 방법, D. Fan 방법, N. Kiryati 방법 그리고 

제안 방법에 의한 하 변환의 처리시간 비교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처리시간의 성능은 P. Hart 방법, N. Kiryati 

방법, D. Fan 방법 그리고 제안 방법 순으로 뛰어났다. 

P. Hart 방법의 평균 처리시간은 약 0.805이었고, 표

편차(standard deviation)는 약 0.447이었으며, D. Fan 

방법의 평균 처리시간과 표 편차는 각각 약 0.236과 약 

0.139이었다. 그리고 N. Kiryati 방법의 평균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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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처리시간 비교(sec.)

Table 4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Test 

images
Hart Fan Kiryati Proposed

building 1.386 0.256 0.901 0.279

chess 0.561 0.178 0.061 0.058

corridor 0.275 0.061 0.118 0.056

plate 0.549 0.131 0.119 0.111

tower 0.752 0.363 0.082 0.077

wall 1.307 0.424 0.143 0.132

avg.

(SD)

0.805

(0.447)

0.236

(0.139)

0.237

(0.326)

0.119

(0.084)

은 약 0.237, 표 편차는 약 0.326이었고, 제안 방법의 평

균 처리시간과 표 편차는 각각 0.119와 0.084이었다.

특징 의 개수가 비슷한 건물 상과 벽 상 그리고 

체스 상과 번호  상에 한, P. Hart 방법의 처리

시간을 참고하면, 특징 의 개수가 상 으로 은 벽 

상과 번호  상이 건물 상과 체스 상 보다 각

각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징 의 개수가 

하 변환의 성능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주요 요

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하 변환에 사용되는 특

징  개수와 하 변환의 처리시간에 한 상 도와 상

계수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 Hart 방법의 특징  개수와 처리시간에 한 상

도와 상 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3의 상 도의 이 직선

인 경향이 강한 것과 식 (5)의 상 계수가   인 것

을 통하여 특징 의 개수와 처리시간 사이에 아주 강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상에서 추

출된 특징 을 사용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는 N. Kiryati 

방법과 제안 방법의 경우, P. Hart 방법과 같이 상 도의 

이 직선 인 경향이 강하 고, 두 방법의 상 계수가 

모두   인 경우로서 아주 강한 상 계에 있음을 보

다. 그리고 상의 각 화소에서 구한 직선의 방향을 이

용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는 D. Fan 방법의 상 도는 그

림 4와 같고, 상 계수는   이었다. 이 한 특징

의 개수와 처리시간 사이에 강한 상 계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D. Fan 방법이 다른 세 방법과

는 다른 상 도와 상 계수를 보이는 이유는, D. Fan 방

법의 처리시간에는 하 변환의 처리시간과 함께 상의 

각 화소에서 직선의 방향을 구하는 시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징  개수와 상의 각 화소에서 직

선의 방향을 구하는 시간을 제외한 처리시간 사이에는 

다른 방법들과 같이 아주 강한 상 계에 있다.

       


  




 
 
 

  ≤ ≤   (5)

여기서 은 상 계수,   은 두 변량   의 측정치

그림 3 Hart 방법의 상 도

Fig. 3 Correlation diagram of Hart method

그림 4 Fan 방법의 상 도

Fig. 4 Correlation diagram of Fan method

, 은 측정치 의 개수이다. 그리고  과  은 

두 변량의 평균과 표 편차이다.

D. Fan 방법에서 특징 의 개수가 비슷한 건물 상

과 벽 상의 처리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1과 같이 두 상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상의 각 

화소에서 직선의 방향을 구하는 처리시간에 차이가 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D. Fan 방법의 경우는 체 처

리시간이 입력 상의 크기에 의하여 향을 많이 받는

다. 그리고 N. Kiryati 방법의 경우에서 건물 상과 벽 

상의 처리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에서 

일정한 개수의 직선을 추출하기 하여 표 2와 같이 필

요한 추출비율이 건물 상이 벽 상 보다 더 높고, 이

로 인해 표 3과 같이 상에서 더 많은 특징 을 추출

하여 하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과 N. Kiryati 방법으로 표 3의 추출된 특

징 의 개수가 같은 체스 상, 번호  상, 타워 상 

그리고 벽 상에 한 표 4의 처리시간 비교에서 제안 

방법이 N. Kiryati 방법보다 더 빠른 이유는, N. 

Kiryati 방법은 실험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기 하여 

랜덤함수를 수행하지만, 제안 방법은 랜덤함수 수행 없

이 수정된 체계  추출법을 이용하여 실험 상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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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선추출 결과

Fig. 5 results of line extraction

징 을 추출하기 때문이다. 한 제안 방법은 처리시간

에 한 표 편차가 0.084 정도로 어 상의 크기와 

복잡도 그리고 특징 의 개수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안정 인 처리시간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 잘 사용자에

게 보장할 수 있음을 보 다. 그리고 P. Hart 방법, D. 

Fan 방법 그리고 N. Kiryati 방법에 한 본 제안 방법

의 평균 처리시간 비율은 각각 0.148, 0.504 그리고 

0.502로 낮아져 매우 우수한 성능 결과를 나타내었다.

P. Hart 방법, D. Fan 방법, N. Kiryati 방법 그리고 

제안 방법에 의한 각 실험 상에 한 직선추출 결과를 

그림 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직선추출 개수는 표 2에 

추출비율과 함께 제시하 다. 각 실험 상에서 10개의 

직선을 추출하도록 설계하 고, 동일 직선을 겹쳐서 추

출한 경우에는 하나의 직선을 추출한 것으로 간주하 다. 

P. Hart 방법은 실험 상에서 평균 약 6.5개의 직선을 

추출하 고, D. Fan 방법은 평균 약 6.8개 그리고 N. 

Kiryati 방법과 제안 방법은 평균 약 7개의 직선을 각각 

추출하 다. P. Hart 방법, N. Kiryati 방법 그리고 제안 

방법은 실험 상에서 부분 동일 직선을 겹쳐서 추출하

여 10개의 직선을 모두 추출하지 못하 고, D. Fan 방법

의 경우는 실험 상에서 동일 직선을 겹쳐서 추출할 뿐

만 아니라, 직선을 잘 못 추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

유는 D. Fan 방법은 상의 각 화소에서 구한 직선의 

방향을 하 변환에 사용하여 직선을 추출하므로, 잘 못 

구한 직선의 방향이 하 변환의 실행에 사용될 때에 직

선을 잘 못 추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체계  추출법을 이용하여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여 하 변환의 처리시간과 직선

추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체계  추출법을 이용한 개선

된 하 변환 방법에 하여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  추출법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장 인 추출된 특

징  사이의 좋은 연 성을 활용하여,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여 하 변환의 성능을 개선하 다. 그리고 

상의 특징 에서 추출할 첫 번째 특징 을 결정하는 부

분의 문제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상에서 신뢰

성 있는 직선추출을 보장할 수 있게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P. Hart 방법, D. 

Fan 방법 그리고 N. Kiryati 방법과 비교 평가되어 그 

성능의 우수함을 보 다. 특히 하 변환의 처리시간을 

획기 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실험 상을 이용한 실험

에서 안정 인 처리시간과 더불어 효율 인 직선추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보 다. 향후 하 변환의 

결과를 장하는 하 배열에서 동일 직선을 겹쳐서 추

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와 하 변환의 성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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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하여 련된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한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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