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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오프라인 콘텐츠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량과 신속성 등의 한계로 교육 발전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열린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의 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무선 단말기 학습 시스템의 사용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영어 학습 콘텐츠는 기존의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에 온라인 

정보 태그를 첨가함으로써, 기존의 콘텐츠에 동적인 인터랙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융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정적인 2차원 시각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 오프라인 책의 활용범위를 넓힌 

학습 콘텐츠이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

과 모바일 통신은 지식, 정보 사회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기반 기술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 학습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1-4].  

이와 관련된 모바일 학습 콘텐츠의 선행연구로는 

휴대폰을 통해 영어 어휘 학습 시스템을 접속하고 단

어 및 숙어를 사전식 접근 방법으로 탐색하여 학습하

는 연구이다[1].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온

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

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영어 학습을 위

한 지능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2]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개발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 그 만큼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 회

사들은 기존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모바일 영어 학습 시스템을 제공한다(그림1). 모바일 

영어 학습 시스템은 기존의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

에 온라인 정보 태그를 첨가함으로써 기존 콘텐츠에 

동적인 인터랙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융합할 

수 있다. 제공된 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모바일을 통해 영상을 인

식하고, 인식된 영상과 관련된 동영상과 텍스트, 원어

민의 영어 발음을 제공한다. 우리는 학습자에게 흥미

를 끌 수 없는 단순 학습 형태인 텍스트 유형이 아니

라,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개발의 초점을 맞추어 제

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책의 활용범

위를 넓힌 모바일 영어 학습 콘텐츠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어 학습 시스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어 학습 시스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림 1. 영어 학습 시스템의 구조.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912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한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알아본

다. 3장에서는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살펴보고, 4장에

서는 수행과정과 인식률 등에 대한 실험 결과와 실행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모바일 영어 학습 시스템 구조  
 

그림 2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

츠를 제공한다. 첫째, 텍스트를 제공하여 학습의 영어

단어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받는다. 둘째, 동영상을 통

한 학습 콘텐츠이다.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콘텐츠의 그림 부분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동영상을 제공받는다. 셋째, 원어민 발음을 제공

하는 학습 콘텐츠이다.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통해 올

바른 발음을 학습할 수 있다. 
 

텍스트텍스트

Tiger

(카메라)

(오프라인 콘텐츠)

C

Exit

카메라
(on/off)

정지

오디오오디오

비디오비디오

 
그림 2. PDA를 이용한 영어 학습 시스템 

 

PDA를 이용한 영상 추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카메

라가 장착된 PDA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상처리 과정에서 색상 인식도가 떨어진다. 

PDA에서 입력 받은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색

상을 제대로 입력 받지 못하며, 원래 색상에 비해 상

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둘째, 영상의 왜곡이 심

하다.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처리 과정에서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휴대를 중시하는 PDA

는 이미지센서의 제약된 크기와 관련된 문제로 카메

라가 장착된 PDA로 추출한 결과 영상의 왜곡이 심해

서 영상을 추출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콘텐츠의 이진

화 영상을 통해 색상 기반이 아닌, 모양-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그 영상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영어학습 시스템

의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PDA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입력받은 영상을 인식하기 위해 특징값(feature)

으로 흰색 픽셀의 런랭스(run-length)를 이용한다

[10]. 이렇게 구해진 특징값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특징값을 비교하여 영상을 인식한 결과를 

통해 인덱스 파일을 검색한다. 검색된 인덱스 파일을 

통해 그에 관련된 동영상, 텍스트, 음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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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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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Input

Ou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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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tion

Multimedi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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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조. 

 

3. 모바일 영어 학습 시스템 구현 

 
3-1 그림 추출 

 

모바일 영어학습 시스템 PDA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

한 이미지를 통해 그림을 추출한다. 그림 4에서는 

PDA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 받은 그림책 한 면의 영

상이다.  

우리는 그림을 인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먼저 입

력 받은 영역 중 배경과 내용을 분리한다. 그리고 그 

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그림

의 영역으로 추출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책의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배경

과 책의 내용을 분리하기 위해, 임계값(threshold)으

로 영상을 이진화한다. 

 

 

 

 

 

 

 

 

 

 

 

 

그림 4. PDA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력 받은 

그림책의 내용 영상.  

 

기존의 영상 검색을 위해서는 색상 통해 영상을 추출

한다. 그러나 색의 외곽에서 영상의 왜곡이 더욱 심해

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임계값으로 영상을 이진화 

영상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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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그림 4를 이진화한 영상이며, 흰색은 그림

책의 배경, 검은색은 그림책의 내용을 나타낸다. 그림 

5를 보면 영상의 외곽에서 내용과 배경의 분리가 잘

못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

기 위해, 영상 중심의 280×220 영역1만을 이용한다. 

 

 
그림 5. 이진 영상. 

 

이렇게 얻은 280×220영상에서 연결 성분(connected 

component)의 면적과 테두리를 이용하여 최종 그림 

영역을 추출한다. 그림 6(a)는 면적이 가장 큰 영역의 

테두리를 회색으로 표시한 영상이며, 그림 6(b)는 테

두리 사이의 영상을 추출한 결과이다.  

 

 
 (a) 

 
(b) 

그림 6. 오브젝트 추출: (a) 경계선을 표시한 오브젝

트, (b) 추출된 오브젝트. 

                                                           
1 그림책의 내용 중 그림은 책의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영상의 중심만을 이용하며, 그림 5 의 회색 테두리선 내의 
영역이 280×220 영역이다. 

3-2 특징값 추출 및 그림 인식 

 

기존에는 주로 색상을 통해 영상을 찾지만, 우리는 

PDA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력받은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색상을 제대로 입력받지 못하

며, 원래 색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PDA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취약한 색상 정보 대신 영상의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런랭스를 이용하였다. 추출된 

특징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특징

값과 유클리디언 측도(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

여 비교한다. 

∑
=

−==
n

j
jijiei abbadX

1

2)(),(                  (1) 

)...,,min( 321 nXXXXX =                     (2) 

ia 는 i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벡터 값, b 는 입력 영상

의 벡터 값을 나타내며, ix 는 ia 와 b의 유사도를 나

타내며, 가장 작은 값 X가 유사도가 가장 높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영상을 인식한다.  

그림 7(a)는 그림 영역이며, 그림 7(b)는 인식을 위

한 특징값으로 종, 횡 방향의 흰색 픽셀 런랭스를 이

용한다. 그림 8은 각 면에 그림의 예로 호랑이와 캥

거루의 그림을 통해 각 영상의 횡, 종의 분포에 대한 

그래프이다.  

 

 

 

(a)                    (b) 
 

 

 

 

 

 

 

 

 (a)          (c)          (d)         (e) 

그림 7. 추출된 영상의 특징값: (a)(d) 추출된 영상, 

(c)(e) 횡, 종 방향의 흰색 픽셀 런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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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영상 분포의 예: (a) 그림 7의 두 영상에 대

한 횡 벡터, (b) 그림 7의 두 영상에 대한 종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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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본 시스템에 사용한 PDA는 Pocket-PC 2003기반의 

카메라가 장착된 POZ x301을 사용하였다 POZ x301

모델은 400MHz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62MB 

SDRAM /160MB Flash ROM을 사용한다. 카메라는 

32만 화소를 가진다. 표 1은 30장의 영상에 대해 수

행시간과 인식률을 나타낸다.  

 

표 1. 수행 시간(ms)과 인식률(%) 

수행시간(ms) 

그림추출 특징값 추출 인식 결과 

인식률

(%) 

100 250 20 370 98 

 

그림 9(a)는 시스템이 수행되는 화면을 보여준다. 사

용자는 PDA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하는 영

상을 선택하고, 그림 9(b)에서와 같이 영상 검색을 한

다. 그림 9(c)에서는 영상과 관련된 동영상, 텍스트와 

함께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다.  

 

 
(a) 

 

 

 

 

 

            

 

 

 

 

 

 

 

(c)                       (b) 

그림 9. 영상 검색 결과: (a) 시스템 수행 화면, (b) 영

상 검색, (c) 증강된 온라인 콘텐츠.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 콘

텐츠에 동적인 인터랙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시스

템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간단한 이진 

영상만으로 그림 영역을 추출하기 때문에 빛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PDA의 제한된 

연산 자원 때문에, 이진 영상, 런랭스 벡터와 같은 간

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지만, 실시간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PDA상의 무선 통신을 이용한 Client/Server구조를 

이용할 것이며, Server는 그림 영역을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추출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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