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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dynamic PCA algorithm to recognize types of electric poles, which is necessary 

for a mobile robot moving along the neutral line for inspecting high-voltage facilities. Since the mobile robot needs to 

pass over the electric poles and grasp the neutral wire again for the next region inspection, the detection of the electric 

pole type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successful passing-over the electric pole. The CCD camera installed on the mobile 

robot captures the image of the electric pole while it is approaching to the electric pole. Applying the dynamic PCA 

algorithm to the CCD image, the electric pole type has been classified to provide the stable grasping operation for the 

mobile robot. The new dynamic PCA algorithm replaces the reference image in real time to improve the robustness of 

the PCA algorithm, adjusts the brightness to get the clear images, and applies the Laplacian edge detection algorithm to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of electric pole type. Through the real experiments,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posed 

dynamic PCA algorithm method using Laplacian edge detecting method has been demonstrated, which improves the 

recognition rate about 20% comparing to the conventional PC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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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불량 애자의 존재 여부는 인력을 이용한 육안 검사

에 의존하고 있어 검에 있어서 객 성  정확성에 한 

신뢰도가 부족하고 인력을 이용한 검 효율도 상당히 낮

다. 이러한 인력을 이용한 검을 이동 로 이 신하게 된

다면 산 인 측면이나 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이동로 이 불량애자를 검하기 

하여 신주와 신주 사이를 가공지선을 타고 주행하며 

열화상 카메라, Microphone Array등을 이용하여 불량애자를 

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 가공지선을 주행함에 있

어서 이동로 은 신주를 만날 때마다 신주를 넘어가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부를 안정 으로 쥐는 작업

과 이동로 의 몸체를 돌려 다음 역의 가공지선을 쥐는 

두 단계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신주를 

안정 으로 쥐는 작업을 하여 이동 로 은 장착된 CCD 

카메라 상을 사용하여 신주의 종류를 정확히 인식하여

야 한다. 재 5종류의 신주 혹은 가공지선 지지 가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종류를 CCD 상으로부터 별하

여 이동로 이 안정 으로 신주를 쥘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공지선 지지 의 인식을 해 기존

의 PCA알고리즘의 인식률 향상을 해 밝기 조정과 명암 

비 기법을 활용하여 윤곽선 검출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보

다 나은 인식률을 얻는 새로운 동  PCA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동  PCA 알고리즘은 일반 인 PCA 알고리즘의 개념[1]

을 활용하되 그 기  상을 환경에 따라 동 으로 변화시

키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종래의 PCA 알고리즘은 흔히 

얼굴인식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2][3], 그 이유

는 다른 신체 부 에 비해 얼굴에는 특징 인 요소들이 많

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의 특징을 획득하는 방법 에서

도 리 사용되는 이유일 것이다. 일반 으로 상 이미지

의 특징을 획득하는 방법 에는 경계선, 등고선, 상 역

의 시각  특징, Fourier 변환 등의 변환 계수  특징, 주성

분 분석법, 특이값 분해법 등의 수 인 방법들이 있다[4]. 

가공지선 지지  인식에 PCA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신

주의 종류를 인식하기 하여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의 종류를 실시간에 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종래의 PCA알고리즘[4~6]의 장 을 활용

하여 환경  특성에 따라 기  상을 업데이트하는 동  

PCA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사용함으로서 실시간에 높은 인식

의 효율성을 얻고자 한다. 기존 상이 1차 으로 인식을 

한 후 인식률이 낮은 이미지에 해 2차 인 인식을 통해 

신주의 인식률을 높이고 그에 한 기  상을 업데이트

하여 계속 인 진행에도 인식률이 높도록 하는 방식이 본 

논문에 제안된 동  PCA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신주의 

종류 인식의 정도를 높이기 하여, 특정 상황에 해 밝기

조정과 명암 비를 통해 신주와 배경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윤곽선 검출[8][9]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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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달시간차 알고리즘

2.1 연구배경

이동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재 문가의 육안에 

의존하는 송 선로의 고장진단을 가공지선을 타고 이동하는 

이동로 을 통하여 할 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동로

을 활용함으로 하여 송 선로  애자들의 불량을 은 

산으로 신뢰성 높게 수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 

로 은 신주 의 선의 연결시 연을 한 애자

(Insulator)의 이상 유무를 정하기 해 애자의 온도를 감

지하는 열화상 카메라(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와 

불량 애자에서 나오는 고장음을 감지하는 Microphone 

Array 들을 탑재하고 가공지선을 타고 이동하는 메커니즘으

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를 하여 개발된 이동

로 의 구조를 보여 다.[7]

그림 1 고압 설비 검용 이동로

Fig. 1 Malfunction Detection Robot of High Voltage 

Equipment.

 

가공지선을 타고 이동로 이 직  주행을 하면서 각 신

주의 애자의 불량 여부를 별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주를 넘어가는 작업이다. 이는 

신주 에 부착된 가공 지선 지지 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

문에 이을 안정 으로 쥐고 (Grasping) 난 후에 이동로 의 

몸체를 다음 역으로 돌려주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성공

으로 신주를 통과하기 해서는 그림 2에 보인 형 인 

5가지 가공지선 지지 의 종류를 CCD 상을 활용하여 

별하여야 한다.[7]

 

그림 2 형 인 5가지 타입의 가공지선 지지

Fig. 2 Five types of electric pole.

2.2 밝기와 명암 비 조

가공지선 지지  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

제는 특정상황에 따라 체 인 밝기의 차이가 히 나는 

것이다. 맑은 날의 상은 때로는 윤곽선 검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가공지선 지지 의 상이 밝게 나타나 가공지선 지

지 와 배경간의 윤곽선 검출이 정확하지 못하게 되어 지지

의 종류 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특정상황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명암 비

를 조 하여 배경과 가공지선 지지 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상을 처리 해 다. 상의 밝기 조   명암 비를 

통하여 체 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RGB값을 0에서 

255에 걸쳐 분포되도록 조 한다. 이 게 명암 비를 해주

면 밝기 차이가 은 가공지선 지지 와 주변 사이의 경계 

면이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8][9].

어두운 상일 경우 밝기를 더해주고 밝은 상일 경우 

체 으로 어두운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명암 비과정에

서 곱셈 연산을 통해 명암 비를 증가시켜, 배경과 가공지

선 지지 간의 윤곽을 뚜렷하게 한다. 그림 3은 가공지선 

지지 에 해 밝기조정과 명암 비를 용한 사진과 실제 

상 차이 을 보여 다.

    

         (a) 실제 상       (b) 변환 상

그림 3 밝기조정과 명암 비를 용한 상 비교

Fig. 3 Image comparison apply brightness and contrast.

 

2.3 윤곽선 검출

윤곽선은 상 안에 있는 물체의 윤곽에 응되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체의 치, 모양, 크기, 표면의 무늬 

등에 한 정보를 알려 다.  처리된 상으로부터 윤곽

선 검출을 통하여 가공선 지지 의 종류를 별하기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부분의 윤곽선 검출 기법은 수학 으로 표 하면 편 미

분 연산의 개념을 활용한다. 즉, 2차원 형태의 상을 좌표 

평면상에서 x축과 y축으로 각각 편 미분해 주면서 그 미분

치가 격히 증가하는 경계를 윤곽선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곽선 검출 기법은 윤곽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각각의 윤곽선 검출 방법은 나름 로의 장단 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공지선 지지 의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검

출방법으로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 방법을 사용하 다. 

재 나온 윤곽선 검출 방법들은 무 많은 윤곽선을 검출하

는 단 이 있는 데 반하여,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은 국지

으로 최 인 만을 윤곽선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상 인 윤곽선 검출은 윤곽선의 심선을 구하여 이를 윤

곽선으로 표시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라 라시안 

연산자는 정확한 윤곽선을 추출하는 성능이 우수하다. , 

연산 속도가 빠르고, 모든 방향의 윤곽선을 검출해서 다른 

연산자와 비교하여 선명한 윤곽선을 검출해 낸다.[8][9]

  그림 4는 형 인 그림 2의 가공지선 지지 의 상들을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을 사용한 결과의 상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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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 상 

Fig. 4 Laplacian edge Detection image.

 

2.4 PCA 알고리즘

 

PCA는 재 얼굴인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하나이다. 각종 신분증명을 한 얼굴 인식  식별, 보안시

스템에서의 얼굴 인식, 얼굴 상 데이터를 송하기 한 

상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1] 본 논

문에서는 먼  가공지선 지지  인식의 핵심 기술이 되는 

PCA알고리즘의 내용을 살펴본 후 새로운 동  PCA 알고리

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 기존의 PCA알고리즘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conventional PCA algorithm.

 

그림 5의 블록도는 PCA 알고리즘의 흐름을 나타낸다. 우

선 카메라를 통하여 들어오는 2차원 테스트 입력 이미지는 

벡터 열로 표시 가능하다.

   ⋯                      (1) 

 

이 입력 상은 1차원(  × , n개의 상 data로 

각 data는 m 비트로 표시됨) 벡터화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 PCA 알고리즘을 신주의 유형 별에 활용하기 

하여, 우선, 형 인 가공지선 지지  유형별로 학습 이미

지 개(⋯)를 장한다. 그리고 상 이미지 벡

터의 평균을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2)

 

여기서 

는 j번째 상의 I번째 column vector를 나타낸

다. 

평균이 정해지면 입력된 개의 학습 상에서 1차원 

상벡터와 평균 상 벡터의 차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 

 

구해진 벡터 차를 칼럼 벡터(column vector)화 하여 

×행렬을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                   (4)
 

이 게 구해진 행렬을 이용해서 ×  행렬의 상

행렬을 정의하면

 

  



 

⋮
 




                      (5)

 

와 같이 된다.

이 기 상행렬로부터 Covariance matrix 는

 

                       (6)
 

로 정의된다.

행렬의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 의해 

고유벡터 와 가 구해진다.

  ∑                  (7)
여기서 ×  ⋯  

∑ 










 
⋱
 

그리고    ⋯  이다.  

이 고유벡터 행렬을 이용하여 기 상을 주성분 분석을 

하면

 
                (8.a)

                    (8.b)
로 구해진다.

따라서, j번째 기 상은


  ⋯              (9)

 

로 표시된다.

최종 으로, PCA알고리즘에 의한 기 행렬은

 

 







⋮






                 (10)

으로 정의된다.[4~6]

본 논문에서는 5종류의 가공지선 지지 를 사용하므로 

P=5가 된다.



기학회논문지 59권 3호 2010년 3월

654

로 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5종류의 가공지선 지지 가 가

지는 특징을 효율 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PCA 알고리즘을 선택하 다. 하지만 PCA 알고리즘의 인식

율은 조명, 환경 등의 특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

지므로 상의  처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밝기 조

정와 명암 비를 상황에 맞게 조 하여 특정상황에 합하

도록 상을 변환시키는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3. 제안된 동  PCA 알고리즘

일반 인 PCA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상 자

료를 미리 장해두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된 

상 자료와 입력으로 받아들여진 테스트 상 자료를 비교

한다. 이러한 경우 방 한 양의 장된 학습 상 데이터들

과 각각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본 실험의 배경이 

되는 이동 로 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실시간에 신주의 유

형을 별해야 하는 상황에 합하지 못하다.[2][3] 

따라서, 제안하는 동  PCA알고리즘은 기존의 방식을 통

해 실험을 진행하면서 reference data의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1차 으로 지지 에 한 인식을 하고 그 후 그 

지지 의 상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진행하는 

방식에 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 다. 그래서 제안된 알

고리즘에서는 일단 학습된 상 이미지와 비교과정을 통한 

입력 상 이미지의 일치 여부를 단하여, 만약 일치한다면 

그 입력 상을  다른 기  상(Reference image)로 간

주한다. 

수식으로 표 해보면 개의 1차원 벡터화 (  ×)

된 학습 상 벡터(⋯)  하나가 기  상으로 

교체가 된다. 를 들어 학습 상이 업데이트 되었다면 다

음과 같을 것이다.

 

⋯⋯              (11)
 

이로 인한 상의 평균 벡터  공분산 행렬로 사용될 행

렬 ×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될 것이다.

  

 
 

≠ 



         (12)

한, 1차원 상벡터와 평균 상 벡터의 차는 다음과 

같다.

            

                  (13)

 

이러한 기  업데이트(reference update)를 반복 으로 실

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동  PCA

알고리즘을 반복 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5가지의 가공지

선 지지  에서 특히 인식률이 낮은 부분에 해 

reference data를 지속 으로 update하여 들어오는 상 이

미지를 입력된 이미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자체 으로 

검해보는 방법이다. 반복  비교를 통해서 인식을 한 

상 이미지의 고유한 특성을 잡아낼 수 있게 되며, 신뢰할만

한 소수의 학습된 이미지로 입력 이미지(Input image)가 어

떤 가공지선 지지  타입인지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로 의 자율주행을 한 향상된 상 인식률을 기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동  PCA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6 Block diagram of dynamic PCA algorithm.

그림 6는 가공지선 지지  상인식률의 향상을 하여 

동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 한 흐름도이다.

1차 PCA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인 주성분 

분석의 과정이다. 서로 간의 비교를 하여 학습된 상의 

처리 과정과 입력된 상의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상들의 주성분을 추출하게 된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빠르며 단순한 유클리디안

(Euclidean) 거리를 이용한 최근  이웃 (Nearest neighbor)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으로 받아들인 상이 이미 장되어 

학습된 상들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설계자의 임

의로 설정한 값인   (Threshold value)보다 유클리디안 거

리 값이 작은 상이 학습된 상  하나와 일치하는 것이

라 간주한다. 만약 입력이미지가 여러 개의 이미 학습된 이

미지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입력 이미지는 무시

되며 다음 입력 이미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하게 된다. 만

일 입력 이미지가 학습된 이미지와 일치한다면 이 입력 이

미지를 잠정 으로  다른 기  상 (Reference image), 

즉 학습된 이미지라 간주하고 2차 PCA 알고리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해당 가공지선 지지  타입에 맞추어 

그 타입을 표하는 장된 상 이미지와 잠정 으로 간주

한 학습 이미지의 후보가 되는 상 간의 인식률을 비교하

게 된다. 인식률 비교를 거친 후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와 

새롭게 고려되는 이미지를 찾아서 학습이미지를 교체하여 

업데이트 해 나간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 으로 실시하여 

학습된 상 이미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동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로 의 

효율 인 자율주행을 한 가공지선 지지  인식을 실험으

로 검증하기 해서 먼  특정상황이라 별되는 어둡거나 

밝은 상에 해서 밝기와 명도 비 조 을 통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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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수(장) 기존의 PCA 제안된 알고리즘

100 66.67% 85.18%

200 70.13% 87.09%

300 66.67% 88.33%

400 68.47% 89.42%

500 71.11% 91.65%

600 64.29% 93.55%

700 74.21% 94.77%

800 85.67% 95.39%

900 74.21% 95.77%

1000 68.47% 96.10%

평균 70.99% 91.73%

을 변환한 후 그 상에 해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 기법

을 사용하여 가공지선 지지 의 윤곽선을 검출한다. 그리고 

일반 인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공지선 지지 의 인

식률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동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앞의 경우와 동일한 상 자료를 바탕

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동  PCA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보

이기 해서 1차 PCA 과정에서의 인식률과 2차 PCA 상 

변환을 거친 후의 인식률을 통계 으로 추출한다.

3.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가공지선 지지  상의 변환  인식에 

한 실험을 해 로 에 직  구동하기 힘든 테스트로 인하

여 니콘 D40X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지선 지지  

사진을 수집하 고, CPU는 CORE2Duo 2.0, 2 Ghz RAM을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 C++6.0을 이용하 다. 

3.2 검출 상 

실험의 자료로 사용된 가공지선 지지  이미지는 부산  

지역을 걸쳐 설치되는 지역 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

형, 기울어짐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실험 데이

터를 수집하 다. 다음 그림 2에서 보듯이 가공지선 지지

의 종류는 총 5가지이다. I형, corn형, I-corn형, 오른 편출

형, 그리고 왼 편출형이 그 종류인데, 창기의 가공지선 지

지 의 가공지선 지지 는 corn형으로 많이 설치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의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부피가 작은 I 형의 지지 를 많이 설

치하게 되었다. 건물, 나무 등과 같은 지형지물에 따라서 편

출형으로 도 많이 설치되었다.

 

3.3 실험결과 

 로 은 센서를 이용하여 가공지선 지지 의 존재 여부를 

단하고 다시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공지선 지지  

타입에 맞추어 타입 별로 설정될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공지

선 지지 를 건 가기 한 동작을 취할 것이다. 

그림 7 가공지선 지지 의 인식  결합

Fig. 7 Post detection and holding.

그림 7은 로 이 가공지선 지지 를 인식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보인다. 

로 이 가공지선 지지 를 grasping하는 메카니즘은 I 형, 

corn 형, I-corn 형 등 이 세가지 타입에 해서는 큰 차이

을 가지지는 않는다. 조  더 상세히 설명하면, 그리퍼 부

분이 지지 를 둘러싸서 4방형에서 지지 를 고정하게 된

다. 그러므로 로 의 gasping 메카니즘 자체는 I 형, corn 

형, I-corn 형의 가공지선 지지  경우에 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grasping 후의 안정도 유지과정에서는 지지

의 종류에 따라 지지 에 힘을 가하는 양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 가공지선 지지  상이 카메라에 담겨지는 순

간의 각도, 햇빛에 노출되는 방향에 따라서 인식률에 크게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상황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밝기와 명도 비를 조 하여 상이 좀 더 뚜렷하

게 나타나고 이를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 기법을 통해 가

공지선 지지 의 종류를 정확히 별하는 것은 grasping 의 

안정도 향상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게 검출된 

상을 가지고 동  PCA알고리즘에 용하 을 때는 기존의 

동  PCA알고리즘만을 사용한 경우 보다 개선된 인식률을 

가지게 된다. 표 1과 같이 상 변환 후 알고리즘에 용한 

인식률과 변환  인식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존과 제안된 동  PCA 알고리즘의 인식률

Table 1 Recognition-rates of the current and proposed 

dynamic PCA algorithm.

 

의 실험 결과는 기존의 동  PCA 알고리즘만을 사용

하 을 경우 평균이 70.9 9% 정도 나왔다. 하지만 상 인

식을 하기 에 밝기와 명도 비를 조 하고 라 라시안 

윤곽선 검출 기법을 용한 후 동  PCA알고리즘을 사용하

을 경우 평균 91.73 %가 나왔다. 동  PCA 알고리즘이 

reference data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data로 학습되는 

을 감안한 평균값이 된다. 체 으로 학습을 통해 1000

장의 샘 을 사용하 을 경우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20.74 % 

정도 안정 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8은 용 과 후의 인식률 비교한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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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존과 제안된 동  PCA알고리즘의 인식률 비교

Fig. 8 Recognition-rate improvement of the proposed 

dynamic PCA algorith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  PCA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실험 으

로 확인하 다. 동  PCA 알고리즘은 장된 기 상을 

카메라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상으로 체하는 작업을 기

존의 PCA 알고리즘에 추가한 것이다. 즉, 반복  인식 상

의 업데이트 작업을 통하여 로 의 실제 작업 환경에 보다 

가까운 상을 기  상으로 활용함으로 하여 인식율을 높

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

우보다 가공지선 지지 의 상 인식률이 약 20% 향상됨을 

확인 하 다. 모의 실험과정에서 로 이 이동하면서 가공지

선 지지 의 종류를 별하고 그에 따라 grasping 동작을 

수행하게 하 을 때, 96%까지 안정 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

며 grasping 의 안정성도 향상되었다. 향후 이동로 의 동작

과 연계하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상을 capture하 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실제 사용에서의 효율

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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