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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메라 모바일 폰이 화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음성 달 기기로서가 아닌 정보 조작  정보 

달 기기로서의 기능이 더욱 요해졌다.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해서는 시 소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오 라인 문자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 라인 문자 인식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상 에는 순수 문자 상뿐만 아니라 배경 이미지나 잡음을 포함

한다. 특히, 그림과 함께 삽입 되어져 있는 명함과 같은 텍스트  문서 같은 경우, 삽입되어져 있는 그
림 때문에 오인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문서 
상을 문자와 배경 그림을 분리하여 효과 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1. 서론

 컴퓨터 기술의 격한 발 으로 오늘날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업무 분야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컴퓨터 기술

과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

술이 비약 으로 발달함에 따라 그 기술들의 이용이 

일상 인 생활의 범주에 까지 활용되고 있다. 그 

표 인 가 바로 모바일 폰의 등장 이다. 최근의 

모바일 폰은 카메라가 탑재되어지기 시작 하면서, 

단지 음성 달 기기라고 하기보다 정보 달 매체

로서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오 라인(Off-line) 문자 인식 시스템은 [그림1] 문

서 상을 카메라나 스캐  같은 장치를 통해 이미

지 형식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처리 과정, 역 

분할 과정, 특징 추출 과정, 후처리 과정을 거쳐 문

자들을 결과 값으로 출력 하는 시스템 이다.[1] 하지

만, 카메라나 스캐 를 통해 들어오는 문서 상은 

단순히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 이미지나 촬

 과정에서 조명등의 변화에 따라 잡음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명함 같은 문서 

상의 경우 이것은  처리 과정에서 제거 되어져

야 하는 부분인데, 제거 되지 않은 배경이미지 성분

은 다음 처리 단계에서 성능 하를 잃으키는 주 요

인이 된다. 

[그림 1] 오 라인 문자 인식

  

 본 논문에서는 명함과 같이 그림이 삽입된 텍스트 

문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한 하나의 방안으로  

처리 과정에서 체인 코드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잡

음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진 화 방법과 체

인코드에 하여 설명할 것이고, 3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잡음 제거 방법에 하여 설명하도록 하겠

다. 그리고 4장에서 실험 결과는 보고 5장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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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도록 하겠다. 

2. 연구 배경

2.1 이진화 (Binaryzation)

 이진화는 문자 인식 시스템에서 문자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진화 방법에는 

크게 하나의 상 체를 가지고 임계값을 용하는 

역 인 이진화 방법과, 국부 으로 문자 상을 

각각의 일정한 비율로 나 어 각기 다른 임계값을 

용하는 국부 인 이진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한 이진화 방법은 기존 Otus방법을 이용한 

국부 인 이진화 방법을 사용하 다.[2]

 Otus 이진화 방법은[그림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우리를 심으로 하여 분산 σ 2(k) 이 최 가 

되는 농도 값 k를 임계값   로 정하여 임계값 보다 

작은 값을 흑 화소(Black Level) 임계값 보다 큰 값

을 백 화소(White Level)로 이진화 한다.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고, 배경과 경이 명확히 존재할 경우 

최 으로 동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명이 

고르지 못할 경우 배경과 경을 제 로 구분해 내

지 못하는 단 이 있는데, 임계값을 약간 낮춤으로

서, 개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임계값을   값

으로 하 다.[3]

2.2 체인코드

 체인코드는 윤곽선 추출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의 하나이다. 특히 곡선 검출 방법으로 8-방향 체인

코드[그림 2.2] 가 많이 사용된다. [4-7]  

 본 논문에서는 8-체인코드를 이용하여 반 시계 방

향으로 윤곽선 검출에 사용 [그림 2.3] 하 다. 

[그림2.1] Otsu 방법에 의한 임계값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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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8-방향 체인 코드

[그림2.3] 윤곽선 추출된 이미지

3. 잡음 제거 방법

 오 라인 문자 인식에서 주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문서 구조의 분석과 처리를 담당하는 처리 과정은 

체 인식 시스템에 가장 큰 향을 다.

 본 논문 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이진화 후 잡음 

제거 과정을 두어 그림과 함께 삽입되는 문서 시스

템에서 오인식율을 이기 한 목 이 있다. [그림 

3.1]에 제안된 잡음 제거 방법의 각 단계별 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3.1] 잡음 제거 단계별 흐름도

3.1 히스토그램 생성

 잡음 제거는 이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행 되

어 진다. 먼 , 이진화된 이미지를 체인코드를 이용

하여 윤곽선을 추출해야 한다. 추출하는 방법은  

2.2 에서 설명된 8-방향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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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만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추출한다. 이 게 추

출 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는

데, 히스토그램은 각 객체별   흑화소의 합으

로 표 된다. 

  각 객체별 흑화소의 합을 구할 때 역시 체인 코드

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림3.2] 각 체인 코드의 각 방

향 가 치 값을 1로 기화 한 다음 처음 흑화소를 

만나는 지 을 시작 으로 하여, 연결되어진 흑화소

를 만날 때 마다 가 치 값  을 1씩 증가 시

키며, 더 이상 연결되어진 흑화소가 없을 때 까지 

반복 하게 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그림3.2] 가 치 값이 1인 체인코드

 이 게 구해진 각 객체의 가 치 크기를 작은 것부

터 차례로 히스토그램으로 표 하면 [그림3.3] 와 같

은 히스토그램을 얻게 된다. 

3.2 잡음 제거

 다음으로 잡음을 제거하기 해 [그림3.3]의 히스토

그램을 바탕으로 문자와 잡음을 구별한다. 잡음과 

문자를 분리하기 해서는 먼 , 잡음 역과 문자 

역을 분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세 개의 역으

로 나 어 분류하 다. 각 역은  임계값 , 

을 심으로 하여 나 었으며, 이 임계값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찾았다. 

  먼 , 임계값 은 분산을 이용하 는데, 분산

은 좌측에서부터 각 가 치 값을 5개씩 묶어 가운데 

값을 평균으로 하여 분산 σ 2(k) 을 구하 다. 

 이 게 구해진 분산을 바탕으로 좌측에서부터 각 

분산의 차가 처음으로 5이상이 나면 그 지 을 

으로 정하 다. 그리고   은 우측 객체

  서부터 다음 객체 의 가 치 값을 

뺀 것과 객체 의 1/2 값을 서로 비교하여, 

처음으로 객체   값이 작아지는 지 을 찾는

다. 그런 다음 임계값   으로 임시로 정하여, 

임계값   으로부터 다음 객체들의 가 치 값

들이 큰 차이 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 하면, 임시로 

정한 임계 값 을 그 로   으로 변경 하

고, 그 지 않으면 임시로 정한 임계 값   

을 지우고 앞의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 

[그림3.3] [그림3.4]에 한 히스토그램,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찾은 분산을 표시한 그림이다 

그리고 높게 검은색으로 솟아 있는 가 치 값이 

바로 임계값을 표시한 지 이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 해 보면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 ;

4. 실 험

 200 백만 화소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 는 그

림이 삽입된 책, 잡지, 신문에서 400여장을 문서 

상을 얻는 재료로 사용하 다. 동일한 이미지를 각 

각 백열등, 그늘 환경 등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서 

4장씩 따로 촬 하여 실험에 사용 하 다. 이진 화 

 역 분할은 [3]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 고, 인

식기는 [8]에 제시된 인식기를 사용 하 다. 실험은 

Intel-M-CPU 1GHz, L2캐쉬 512 Kbyte 랫폼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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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잡음 제거된 이미지 1

[그림3.5] 잡음 제거된 이미지 2

 [그림3.4]의 (a) 는 잡음이 1600*1200 백열등 환경

에서의 원본 이미지이고, (b)는 잡음이 제거된 이미

지 이다.  [그림3.5]의 (a)는 잡음이 1600*1200 그늘 

환경에서의 이진화된 것이고, (b)는 체인 코드를 거

쳐 잡음이 제거된 이미지이다.

   두 이미지는 각각 백열등 환경과 그늘 환경에

서의 잡음이 제거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

는 바와 같이, 잡음이 효율 으로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림3.5]에서 TEL부분과 FAX, E-mail, 

TEL, PCS 부분에 세미콜론이 잡음으로 인식되었다. 

4. 결 론  

  카메라 모바일 폰이 화됨에 따라 이제는 단지 

음성 달 기기로서가 아닌, 정보 달 기기로서의 

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보

를 기 소에 효율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오 라인 문자 인식이 필수

인데, 기존의 문자 인식 시스템들은(OCR) 인식 시 

많은 잡음 때문에 오인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자 인식 시 그림이 포함되어진 문

서 즉, 명함 같은 문서를 인식할 때 효율 으로 잡

음을 제거하는 방법(HIL_RN)을 제안 하 다. 한 

실험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HIL_RN 방법을 이용하

을 때, 잡음이 효율 으로 제거되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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