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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 상이나 스팸메일 상으로부터 텍스트 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텍스트 역에 이진화를 수행

하고 나면 가로 방향이나 세로획 방향으로 놓여 있는 “l" 그리고 “ㅡ” 에 해당하는 한 의 종성부분이 

이미지 내의 잡 을 지울 때 종종 지워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게 지워진 획 부분을 되살리기 

한 방법으로 텍스트 Hint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텍스트 Hinting 알고리즘은 이진화된 이미지의 텍

스트 픽셀 치와 동일한 좌표에 해당하는 원본 이미지의 RGB 값을 추출하여 추출된 텍스트 후보 

역의 색상을 알아낸다. 추출된 텍스트 색상 이어 이미지와 이진화된 이미지에 OR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지워진 획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을 스팸 이미지에 용한 결과 텍스트 추출결과를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 다.

1. 서론

21세기 멀티미디어 시 를 맞아 인터넷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 은 개인 휴  통신  상 장

비들의 비약 인 발 을 통해 량의 상  음성

정보가 교환되고 인간의 모든 생활 역에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 의 핵심은 

상정보로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지 상  

동 상이 생성  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들내

에 포함되어진 텍스트 정보들은 상내의 내용을 함

축 이고 구체 으로 표 해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에 추출  인식 할 수만 있다면 로

 자동 주행 보조 시스템  시각 장애인 주행 보

조 시스템, 고용량 비디오 임의 자동 검색  

색인 시스템, 텍스트 자동 번역 시스템,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 역을 찾고 찾아진 역에 

이진화를 수행하고 나면 한  성에 해당하는 “l"

나 ”ㅡ“의 획들이 지워지게 되고 한 의 성에 해

당하는 ”ㅁ“이나 ”ㅇ“에 흑화소로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

에서 제안한 텍스트 힌 을 사용한 결과 지워진 획

들이나 흑화소로 채워진 자들을 복구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장면 텍스

트 추출에 한 련 연구를 3장에서는 텍스트 힌  

시스템에 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한 실험 결과를 보이며 5장에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장면 텍스트 추출에 한 연구

장면 텍스트 추출에 한 연구는 크게 명도 정보

를 이용한 텍스트 추출 연구와 색 정보를 이용한 추

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명도 정보를 이용한 텍스트 추출 연구로 K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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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처리 과정으로 메디안 필터와 니 에지 필

터를 사용하 으며 최소자승법과 반복 인 RLS를 

이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출하여 외곽사각형 정보

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Roh [2] 등은 긴 선 요소

를 제거하고 반복 인 RLS를 용한 후에 텍스트 

후보 역을 추출하 다. Kim [4] 등은 명도 정보 

분석(GIA)과 분할/합병 분석(SMA)과 두 방법을 결

합한 HAM을 이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출하 고 

RFFA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Choi [5] 등은 

텍스트의 색 연속성, 밝기 변화  색 변화와 같은 

낮은 수 의 이미지 특징을 이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출하 고 다해상도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검

증하 다. Lin [7] 등은 에지 이미지  그 이 이미

지 내에 존재하는 연결요소들의 히스토그램 분석  

연결요소의 크기에 따라 문자단 로 그룹화하여 텍

스트 역을 추출하 다. Ewerth [8] 등은 처리 

이미지에 웨이블릿 변환을 용하 고 텍스트 역

과 배경 역의 분류 클러스터로 최소 유클라디안 거

리를 사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출하 고 다해상도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색 정보를 이용한 텍스트 추출 연구로 Roh [2] 

등은 색 병합된 상에 모폴로지 닫힘(Closing) 연

산을 수행하고 연결 요소 분석 방법에 의하여 텍스

트 역을 추출하 다. Ezaki [3] 등은 수학 인 모

폴로지 연산을 용한 후의 이미지에 Otsu 이진화

를 수행하 으며 수정된 Top-hats 연산처리를 사용

하여 텍스트 후보 역을 추출하 다. Ezaki [6] 등

은 각 컬러 채 의 히스토그램을 구해 계산하여 임

계치 값을 설정하여 세 개의 칼라 채 을 모두 이진

화를 수행하여 8개의 이진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 

역을 추출하 다. LIU [9] 등은 텍스트 후보 역

은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특징들을 획득한 후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출하

고 2차원 Harr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하여 텍스트 

역에 해 검증하 다. Jung [10] 등은 MLP 알고

리즘과 MultipleCAM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

스트 후보 역을 추출하 다.

3. 제안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입력된 이미지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컬러를 가지

고 있어서 색상 이어(Layer)를 분리하는데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색 임을 먼  수행

한다. 색 임 연산은 화소의 R, G, B 각 요소의 하

 7비트를 제거하여 상  1비트만을 남기는 Bit 

Dropping 방법을 이용한다. 색 임은 이미지 처리

에서 계산 시간량을 일 수 있고 잡 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색 임 연산 후의 결과 이미

지는 최  8개의 색상 이어 이미지로

((red=0,green=0,blue=0), (0,0,128), (0,128,0), 

(0,128,128), (128,0,0), (128,0,128), (128,128,0), 

(128,128,128) 표 된다.

입력이미지(칼라)

색    임

8개 색 면 생성

비텍스트 역 제거

이  진  화

텍스트 Hinting

텍스트 역

(그림 1) 텍스트 힌  시스템

8개 색상 이미지 내의 비텍스트 역을 제거하기 

해 스택을 이용한 역 라벨링 방법을 용하여 

연결요소들을 분리한 후에 분리된 각 역들의 외곽

지 상자(Bounding Box)의 크기를 구하게 된다. 구

해진 값이 식 (1)을 만족하면 잡 으로 단하여 제

거하고, 식 (2)를 만족하면 비텍스트 역으로 단

하여 제거한다. 

≺  ≺ 식 
≻  ≻ 식 
단   번째 의세로크기
  번째의가로크기
     임계값

8개 이어 이미지에 식 (1)과 식 (2)을 각각 

용하고 다시 8개의 이어 이미지를 OR 연산을 수

행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후에 식 (3)을 용하

여 이진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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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텍스트 역을 추출하기 해 이진화를 수행하고 

나면 가로 방향이나 세로획 방향으로 놓여 있는 “ l 

" 나 ” ㅡ “에 해당하는 성 획들의 지워진 텍스트

들을 추출하거나 ”ㅁ“이나 ”ㅇ“에 해당하는 성들

에 흑화소가 채워진 텍스트들을 추출하게 된다. 이

게 지워진 획이나 흑화소로 채워진 역을 복구하

기 해서 텍스트 힌  알고리즘을 용한다.

텍스트 힌  알고리즘은 이진화로 인해 손상된 

텍스트 역의 색상을 찾아내어 원래의 텍스트를 복

원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추출 시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이진화된 이미지의 텍스트 역에 해당하는 픽셀

(검정색 픽셀) 치 좌표(I)를 읽어 색 임 이미

지에서 동일한 좌표(I)에 해당하는 RGB 값을 추

출하게 된다. 텍스트 역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의 

RGB 값을 조사하고 나면 이미지 내의 텍스트를  

이루는 컬러 값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게 구해진 

텍스트 색에 해당하는 색상 이어 이미지와 획이 

손상된 이진화 이미지를 OR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지워진 획 부분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실험에 사용한 원본 컬러 이미지이며, 

그림 3은 색상 이어를 이용하여 텍스트 역을 추

출한 후 이진화까지 수행하고 난 후의 이미지이다. 

이진화를 수행하고 나면 그림 3내 빨간 박스 부분과 

같이 문자 획 부분이 지워지거나 채움 상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이미지내 잡  제거를 하다보면 문

자를 이루고 있는 획들이 지워지게 된다. 그림 4는 

그림 3 이미지에 텍스트 힌  알고리즘을 용한 후 

문자 획 안에 불필요한 흑화소 들이 제거되고 지워

진 획들이 복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가 있다.

(그림 2) 원본 이미지 

(그림 3) 텍스트 힌  용  이미지

(그림 4) 텍스트 힌  용 후 이미지

4. 실험  평가

실험  평가에 사용한 이미지는 이메일에서 추출

한 스팸 이미지 156개를 상으로 Visual C++ 6.0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입력된 이미지의 크기

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취득한 이미지들은 단순

한 이미지와 복잡한 배경을 갖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험에 사용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서 상용문자인식기로 많이 사용 인 아르미 6.

0을 사용하여 이진화 상 내의 문자 인식 실험을 

 단 로 수행하 다. 표 1은 텍스트 힌 을 용

하기 의 문자 인식 결과와 텍스트 힌 을 용하

고 난 후의 문자 인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 힌 을 용한 이

미지에서 인식률이 약 10% 정도 좋아진 것을 알 수

가 있다. 

<표 1> 힌  용 후의 실험 결과 비교

인식개수 평균

힌  

용 

단어 42(239) 17.6%

문자 1103(2268) 48.6%

힌  

용 후

단어 58(239) 24.2%

문자 1300(2268) 57.3%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자 상에서 지워진 획이나 흑화

소로 채워진 부분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힌  시스템은 지워진 부분의 원래 색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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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찾아내어 이진화된 이미지와의 OR 연산을 통

해 복원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 향상된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텍스트 힌  시스템은 획이 

지워진 이미지를 가지고 OCR를 사용하여 인식을 

한다거나 word spotting을 구 하고자 할 때 지워진 

획 때문에 인식오류를 일으키거나 원하는 값을 찾아

낼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텍스트 힌  시

스템을 용하여 지워진 획 부분을 되살린다면 좀 

더 정확한 텍스트 검출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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