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653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 손상 검출을 위한 직선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문화재 건물의 볼록함, 

즉 배부름 현상을 검출하기 위하여 원본 이미지의 직선과 윤곽을 탐지하여 두 선을 비교한다.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문화재의 경우 곡선이 볼록하게 검출되기 때문에 직선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 직선 탐지 기

법과 윤곽 탐지 기법은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선들은 이미지의 엣지를 이용하여 검출

한다. 배부름 현상은 문화재의 전체 부분 중 일부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직선과 윤곽을 비교했을 때 차이를 

드러내므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키워드: 직선(Straight Line), 윤곽(Contours), 볼록함(Conv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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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문화재 손상 검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직선 검출 기법과 곡선 검출 기법을 사용하였다. 문화재 

이미지에서 직선과 윤곽을 추출하기 쉽도록 여러 컴퓨터 비전 기술들

을 적용하였다. 앞서 말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손상 중 볼록함

을 탐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재가 볼록한 손상이 나타나 

있다면 문화재의 직선 검출 결과와 윤곽 검출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국내 문화재 복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공공 빅데이터 포털 혹은 정부 정책 

등에서 제시되듯이 문화재 손상 복원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재 손상 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빅데이터 공모전 등 문화재 손상 검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을 

위한 국내 문화재 복원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2 건축물 변형 탐지

앞서 소개했듯이 건축물의 변형을 탐지하기 위해 직선과 곡선을 

검출하였다. Hough Transform으로 검출한 직선을 바탕으로 

contours를 비교하면 직선과 윤곽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목할 만한 직선에서의 배부름 현상을 탐지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직선과 윤곽을 검출한 결과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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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ugh transform & Find_contours result

III. The Proposed Scheme

이미지에서 직선과 곡선을 검출해내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였다. 본 주제에서는 연구에 이용된 기술들을 설명하며 나열하

였다.

Fig. 2. Full Detection Processing Flow Chart

먼저 Gaussian Filter를 이용한 Blurring 처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 잡음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Morpology 연산을 하였다. 

본 연산은 open 연산과 close 연산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open 

Morpology 연산은 객체 내부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close 

Morpology 연산은 배경 잡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단계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Canny Edge 단계이다. Canny Edge의 원리는 

Maxval 값과 Minval 값을 지정하고 Maxval 값 위의 값은 strong 

edge, Minval과 Maxval 사이의 값은 weak edge로 분류되며 이 

값들의 연결구조를 통해 에지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

에서 에지들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직선과 윤곽을 

검출하는 단계이다. 직선을 검출하는 Hough Transform과 곡선을 

검출하는 Find_Contours 단계로 나뉜다. 먼저 직선을 검출하는 

Hough Transform부터 살펴보겠다. Hough Transform의 원리는 

한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집합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집합이 있을 때, 그 직선 집합 중에 서로 접하는 직선이 무조건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 직선을 검출해내는 원리이다. 윤곽은 opencv 

라이브러리의 findcontours 메소드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앞서 

설명한 두 검출 결과를 비교하며 배부름을 탐지하였다.

IV. Conclusions

국내 문화재 복원은 계속된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제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문화재의 변형 부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화재 이미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 알고리즘의 적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목재 이미지의 

배부름 변형에 대해서 검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숨어있는 

손상 부분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재 복구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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