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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정한 형태의 물체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는 각-거리 그래 를 이용하여 임의의 물체의 경계선 내

부 역의 면 을 측정하는 상처리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물체의 경계선 내부의 한 을 심으로 

1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하고 이 그래 로부터 거리 값이 격히 변화하는 치를 추출하여 1 차 

그래 에서 근하지 못한 역을 인식하여 새 역에서의 한 을 심으로 2 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계층 으로 구성된 각-거리 그래  그룹에 해 거리의 제곱을 각도 방향으로 

분하여 물체의 경계선 내부 역의 면 을 측정한다.

1. 서론

   디지털 상처리 분야에서 목 물의 형태를 인식

하거나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은 일반 산업  의료

용 패턴 인식, 검사, 그리고 로  비젼 분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은 농산물의 분류, 분말야  분야에서 결정립의 

크기 측정, 의료 상에서 장기나 이상조직 크기 측

정, 비 괴 검사 분야에서의 결함 크기 측정 등 매

우 범 하게 용되고 있다.

   디지털 상처리 분야에서 재 사용되는 물체의 

면  측정 방법으로는 경계선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

(pixel : picture element)를 별하고 별된 화소의 

수를 계산하여 면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단

층 상의 면   체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1]  

이 방법은 화소가 물체 역에 속하는지를 단해야 

하며 노이즈에 약한 단 이 있고 한 평면에 같은 질

감을 가진 2 개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화소

의 밝기 값이 유사해 구별이 곤란하여 인 인 분

할 과정을 거쳐야 측정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

으로 화면을 분할하여 면 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

다.[2]  이 방법은 화면을 차 으로 세분화시켜 각 

세분화된 역의 면 을 측정하여 체 역에 해 

함으로써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이 

방법의 경우에도 한 평면에 같은 질감을 가진 2 개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구별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체계 인 각-거리 그래  그룹을 생성하고 그래

로부터 거리 제곱을 각도 방향으로 분하여 물체

의 면 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처리 분

야에서 일정한 형태의 물체를 분석하기 해 응용되

는 각-거리 그래 [3]를 확장하여 물체의 경계선 내

부 역의 면 을 측정할 경우 노이즈에 의한 향

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물체가 다수 존재하여도 

독립 으로 각 물체의 면 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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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거리 그래 와 면  측정

   

∆θ R0

R1

O

RiRi+1

∆θ

그림 1. 각-거리 생성

거리

R0 Ri Ri+1

∆θ

0 θi θi+1 (2π)θN

각, radian

그림 2. 각-거리 그래

   그림 1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거리 그래 는 2차원 평면상에서 경계선 역 내부

의 한 을 심으로 2π radian(360도) 회 시키면서 

심 으로부터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얻어

지는 회 각  거리 그래 를 나타낸다.  각-거리 

그래 는 물체가 회 하거나 확   축소되면 각-

거리 그래 상에서 회 축 방향으로 천이하거나 거

리 방향으로 확   축소되지만 본래의 속성은 유

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물체의 인식에 

활용될 수 있다.[3]  이 그래 를 이용하면 수학 으

로 면 을 계산할 수 있다.  즉, 360도를 N으로 균

등하게 나 고 이 때의 미소 각 ∆θ를 radian으로 

표 하면, θ  π  이다.  이 때 이웃한 거리 값
이 각각 Ri, Ri+1 이고, 그 사이 각을 ∆θ라 하면 이 

부분의 면  si는 근사 으로

    


θ                 (식 1)

이다.  이 N개의 부분 면 을 모두 합한 체 면

을 SN라 하면,

     
 




θ            (식 2)

이다.  한편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 ,

θ≒θ  이므로 (식 3)과 같이 쓸 수 있다.

   ≒
 




  θ                     (식 3)

이 식은 (식 2)에 비해 매우 간단하며 sine 함수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계산속도가 매우 빠르다.  물체

의 형상이 극단 으로 비정상 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근사해 SN을 이용하여 물체의 면 을 측정한다. 

3. 제안된 계층  각-거리 그래 와 면  측정

   물체의 모양이 단순하여 심 으로부터 경계선

까지 모두 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물체의 체 면

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림 3과 같이 물체의 

모양이 복잡하여 심 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직선

으로 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이 불가능한 부

분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O1

Rp

Rm

R1

θ2
θ1

O21

O22

R3 R2

그림 3. 임의의 물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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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계선 상에 한 1차 각-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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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경계선 역 내부의 한 을 O1을 

심으로 각-거리 그래 를 그림 4와 같이 생성할 수 

있다.  부분의 역에서 거리 값은 완만하게 증가

하거나 감소하지만 θ1과 θ2 지 에서는 거리 값이 

격히 변화하 다.  

   θ1 지 에서는 R2에서 Rp로 격히 증가하 다.  

이 지 과 한 A 부분이 O1 에서는 직선 으로 

근이 불가능한 지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R1

은 각도 0도에서의 O1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

내며, R2는 각도 θ1에 해서 O1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  작은 값을, Rp는 큰 값을 나타낸다.  A 부

분에 해 새로운 심  O21을 지정하고 O21을 

심으로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O21은 R2와 Rp의 간 값으로 정한다.  이 그래 를 

첫 번째 2차 각-거리 그래 라 하며 이 2차 각-거

리 그래 는 2π  방향에 해 구할 필요는 없으며 

거리 값이 증가하는 지 이므로 A 부분의 각-거리 

그래 는 각 θ1+π부터 θ1+2π 까지 π 범 에서만 구

하면 된다.  

0

각, radian

θ1

거리

2π θ1+2πθ1+π

(R2+Rp)/2

그림 5. 2차 첫 번째 각-거리 그래

0

각, radian

θ2

거리

2πθ2+π

(R3+Rm)/2

그림 6. 2차 두 번째 각-거리 그래

θ2 지 에서는 Rm에서 R3으로 격히 감소하 다.  

이 지 과 한 B 부분이 O1 에서는 직선 으로 

근이 불가능한 지 이다.  R3는 각도 θ2에 해서 

O1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  작은 값을, Rm은 큰 값

을 나타낸다.  B 부분에 해 새로운 심  O22를 

지정하고 O22를 심으로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O22는 R3과 Rm의 간 값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그래 를 두 번째 2차 각-거리 그래

라 하며 각 θ2부터 θ2+π 까지 π 범 에서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물체의 면 은 1차 각-거

리 그래 와 2차 각-거리 그래 에서 각각의 면 을 

구하고 이를 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보다 복잡한 형태의 물체에서는 2차 3차 등의 각

-거리 그래 가 계층 으로 생성된다.  즉 1차 각-

거리 그래 를 생성하고 이 1차 각-거리 그래 로부

터 로부터 거리 값이 격히 변한 지 의 각도 값을 

검색하고 거리 값이 감소 는 증가하 는지를 단

하여 2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한다.  계속하여 각

각의 2차 각-거리 그래 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 값이 격히 변한 지 의 각도 값을 검색하고 

거리 값이 감소 는 증가하 는지를 단하여 3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

속하여 4차, 5차, ㆍㆍㆍ, n차 등의 각-거리 그래

가 생성되며 이와 같이 구한 각각의 각 거리 그래

로부터 면 을 계산하고 이 값을 모두 합하면 체 

면 이 된다. 이를 체계 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1차 2차 3차 … n차

S1

S2[1]

S3[1][1]

S3[1][2]

…

S3[1][s31]

S2[2]

S3[2][1]

S3[2][2]

…

S3[2][s32]

… ...

S2[s2]

S3[s2][1]

S3[s2][2]

…

S3[s2][s3]

… Sn[s2][s3]…[sn-1][1]

Sn[s2][s3]…[sn-1][2]

…

Sn[s2][s3]…[sn-1][sn]

그림 7. 체계  각-거리 그래 에서 부분 면  구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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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1은 1차 각-거리 그래 에 의해 계산된 면

이며 1차 각-거리 그래 로부터 격히 거리 값이 

변하는 지 이 s2 개라 하면 s2 개의  2차 각-거리 

그래 가 생성되고 이로부터 각각의 부분 면 을 계

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n-1 번째 n-1 차 각-거

리 그래 에서 격히 거리 값이 변하는 지 이 sn 

개라 하면 sn 개의 n차 각-거리 그래 가 생성되고 

각각의 부분 면 을 계산할 수 있다.  부분 면 을 

합하면 체면  S를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4. 실험  결과

   두 개의 정사각형이 겹친 형태의 물체를 표 하

는 상데이터를 생성하고 제안된 알고리듬으로 각-

거리 그래 를 생성하 다. N은 128～512 범 이다.

   1차 각-거리 그래 에서 거리 값이 격히 변하

는 2 개의 지 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지  θ1

에서는 값이 증가하 으며 두 번째 지  θ2에서는 

값이 감소하 다.  따라서 첫 번째 지 에서는 각  

θ1+π부터 θ1+2π 까지 범 에서 2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하고, 두 번째 지 에서는 θ2부터 θ2+π 까지 

범 에서 2차 각-거리 그래 를 생성한다.  그림 8

은 1차  2차 각-거리 정보로 표 된 물체를 보여

다.  1차  2차 각-거리 그래 를 이용하여 각각

의 면 을 계산하고 더하면 체 면 을 구할 수 있

다.  N=256에 해 측정한 결과 측정오차는 0.42%

를 나타냈다.

θ1
θ2

 

(a) N=128          (b) N=256

그림 8. 임의의 물체와 각-거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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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정 오차

   N을 증가시키면 오차가 감소하여 측정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  N=192 이상에서 측정 오차는 1% 

이내로 나타났으며 N=256 이상에서는 오차가 더 이

상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5. 결론

   임의의 물체에 해 계층  각-거리 그래 를 생

성하고 각각의 그래 로부터 부분 면 을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물체의 면 을 계산한 결과 N=256인 

경우 0.42%의 측정 오차를 나타냈다.

   제안된 알고리듬을 응용할 경우 경계선 내부의 

면 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경계선에 불연속한 

경우나 노이즈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다양한 

물체의 면  측정기술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일

반 산업 분야  CT 상에서의 단면(slice)의 패턴 

면  측정, 핵연료의 조직 검사 등에도 용되어 검

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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