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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그림 역에서 단어 상을 효과 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문자 
성분과 그래픽 성분을 분류하기 하여 구성 원소들의 통계값을 이용하는 상자그림 분석을 응용하고, 
분류된 문자 성분들에 하여 지역  집도를 분석하여 문자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문자 역에서 

문자열  단어 상을 추출하는 방법은 투  히스토그램 분석 등을 용한다. 제안 방법은 임계치 
신에 그림 역의 통계값을 이용하 기 때문에 그림의 형태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지역  집도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문자 역을 추출하 다. 

1. 서론

   문자/그래픽이 혼합된 상에서 문자열을 추출하

는 연구는 일반 인 문서 상보다는 공학 설계 도

면이나 래스터 지도에 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동 상의 자막이나 자연 상에서의 문

자 추출 등의 연구 분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핵심은 상으로부터 문자 성분과 

그래픽 성분을 분리하는 연구와 추출된 문자 성분들

을 한 단어나 문자열로 구성하기 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1-6]. 

   자는 문서 상의 연결 요소 분석으로서 구해

진 연결 요소들의 정보(평균 면 , 평균 수직수평 

비, 집도 등)를 이용한 휴리스틱 필터링 방법이 

일반 이었다. 반면에 후자는 문자 성분들의 의미 

있는 연결을 하여 허 변환, 런-길이 smoothing, 

모폴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되었으

며, 그 에서도 문자열의 속성(문자열의 방향, 폰트 

형태, 문자 크기 등)의 다양함에 향을 덜 받고 좋

은 성능을 보이는 허 변환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문서 상의 종류와 타

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문자 

성분과 그래픽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에서 부분의 

연구가 테스트 상에 합한 임계값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상에 해서 문자 성분이 

락되거나 그래픽 성분이 문자 성분으로 잘못 분리

되는 오류가 많았다. 한 문서의 해상도나 획득 과

정의 오류로 그래픽 성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래픽 성분이 문자 성분으로 분리되는 

오류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 상의 그림 역에서 단어 

상을 효과 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문자 성분과 그래픽 성분을 분리하기 하여 

임계값을 이용하지 않고 연결요소들의 통계  특징

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림 형태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지역  집도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문자 

역을 추출이 가능하다.

2. 제안 방법

   제안 방법은 문자 역 추출과 단어 상 추출의 

두 단계 과정으로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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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특징에 한 통계분석의 상자그림을 이용하

여 문자 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 성분의 연결 

요소에 한 지역  집도를 분석하여 문자 역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문자 역의 

연결 요소를 분석하여 테이블 역에서의 방법과 동

일하게 문자열 분리와 단어단  분리를 수행한다. 

그림 1은 제안 방법의 단계별 수행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연결 요소 분석

문자 성분
연결 요소

그림 영역

문자 성분 필터링

지역적 밀집도 분석

문자 영역

문자 영역 추출

문자열 분리

문자열

단어 분리

단어 추출

단어 영상

(그림 1) 제안 방법의 단계별 수행 과정 

 (1) 문자 성분 추출

   그림 역에서 그래픽 성분에 해당하는 연결 요

소는 문자 성분의 것보다 월등하게 크거나 작은 것

으로서 연결 요소의 통계  분석에서는 이상

(outlier) 는 특이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이상 들을 추출하기 하여 탐색  자료 분석 

방법인 상자그림을 이용한다. 상자그림이란 다섯 숫

자 요약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최소값, 제1사분

수(Q1), 앙값, 제3사분 수(Q3), 자료의 최 값이 

다섯 숫자 요약에 해당된다. 이는 자료의 분포상태

를 나타내주며, 특히 Q3과 Q1의 차를 사분 범

( )이라 한다. 즉   이다. 그리고 

상자그림에서 상자의 좌측 끝과 우측 끝으로부터 각

각 의 1.5배 이내의 거리를 안울타리(IF : Inner 

Fence)라 하고, 3배 이내의 거리를 바깥울타리(OF : 

Outer Fence)라 한다. 이때 IF와 OF 사이에 있는 

측값을 이상 이라 하며 그 자리에 ‘*’ 표시를 하

고, OF 밖에 있는 자료를 특별한 이상 (special 

outlier)이라 하며 그 자리에 ‘o’ 표시를 한다[7]. 

   문서/그래픽이 혼합된 문서에서 자료의 특징 값

을 연결 요소에 한 BB(bounding box)의 각선 

길이라 하면, 문자들처럼 작은 성분에 비해 소수의 

큰 그래픽 성분이나 아주 작은 그래픽 성분(도트나 

잡음)은 상자그림의 이상 으로 표 될 것이다. 문

자 성분의 추출은 이처럼 이상 으로 간주되는 성분

을 제외함으로써, IF 안에 있는 성분들만을 문자 성

분으로 간주하고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Q1과 Q3

이 문자 성분과 같이 크기가 작고 다수인 자료를 표

하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작은 그래픽 성분(잡음 

포함)들도 IF 범  안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  IF 값을 높이기 하여

  


,

으로 수정한다. 그림 2는 상단의 입력 상에 하

여 문자 성분을 추출한 결과 상(하)이다. 

 

(그림 2) 입력 상(상)과 문자 성분 추출 결과(하)

(2) 문자 역 추출

   추출된 문자 성분들로부터 문자 역의 추출은 

[4]에서 제안한 세그멘트의 지역  집도 개념을 

응용한다. [4]에서는 문자 성분을 세그멘트로 변환하

여 지역  집도를 계산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자 성분의 BB를 그 로 이용한다. 상의  

에 한 지역  집도  의 계산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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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식에서 은 심이    , 반지름이 

(   )인 원과 만나는 문자 성분의 BB 개수이

며, 
 (  

 ≦  )은 번째 만나는 문자 

성분의 BB에 한 가 치이고 는   와 BB

의 최소 거리를 의미한다. 즉, 가 치는   와 

문자 성분의 BB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이와 

같은 지역  집도  은 일정 거리 안에 있

는 문자 성분의 BB 개수와 거리가 반 된 것으로

서, 픽셀  이 문자 역에 포함되는 지를 결정

할 값이다. 그림 3의 상단 상은 그림 2의 문자 성

분에 하여 지역  집도를 계산한 결과로 문자 

역에 해당되는 픽셀은 문자 역과는 멀리 떨어진 

픽셀에 비하여 검은 색을 보여주고, 하단 상은 좌

측 상의 지역  집도를 이진화한 후, 그룹핑하

여 결정된 문자 역의 결과이다.

 

(그림 3) 지역  집도 분석 결과 상(상)과 

문자 역을 추출한 결과 상(하)

(3) 문자열  단어 분리

   추출된 문자 역을 문자열과 단어로 분리하는 

것은 기본 으로 [7]의 방법을 용하 고, 한 문자

로만 구성된 문자열이나 단어에 한 후처리가 추가

하 다. 과다 분리된 문자열  단어를 병합하는 후

처리의 기 으로 문자 역에 포함되는 문자 성분에 

한 높이와 폭의 앙값을 이용하 다. 그림 4는 

문자 역을 문자열  단어로 분리한 결과이다.

1

1

(그림 4) 문자열  단어 분리 결과 

3.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총 55개의 그림 

상에 하여 실험하 으며, 실험 상은 300dpi의 

이진 상이다. 표 1은 55개의 그림 상에서 단어

를 추출한 결과로서, 총 1,712개의 단어 에 1,332

개의 단어를 성공 으로 추출하여 74.53%의 단어 

추출 성공률을 보여 다. 

<표 1>  그림 역에서의 단어 추출 결과

상 개수 단어 개수 추출 성공한 단어 추출 실패한 단어

55 1,712 1,332개 (77.80%) 380개 (22.20%)

   단어 추출의 실패 원인은 5가지 유형으로 분석되

었다. 첫 번째 유형은 2개 이하의 연결요소로 구성

된 단어 에서 다른 단어들과 멀리 떨어져 고립된 

경우로서, 이는 낮은 지역  집도로 인하여 그래

픽 성분으로 오분류되는 경우이다(그림 5). 이에 해

당하는 단어는 196개이고, 부분 문자의 수가 2개 

이하로 구성된 단어 다. 두 번째는 단어의 작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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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가로가 아닌 세로나 각선이여서 문자열 분리

가 실패하는 오류로서, 총 80개의 단어가 이에 해당

하 다(그림 6). 세 번째는 단어의 일부가 그래픽 성

분과 하여 그래픽 성분의 일부로 처리되는 오류

로서, 총 45개의 단어가 이에 해당하 다(그림 7). 

네 번째는 소수 의 제거 등으로 ICG(Inter 

-Character Gap)로 분류될 갭의 크기가 IWG(Inter 

-Word Gap)에 더 유사하여 IWG로 오분류되는 군

집화의 오류로서, 총 24개의 단어가 이에 해당하

다. 그리고 기타 오류의 원인은 음 이 있는 단어나 

로 연결된 단어 등이 있었다.

(그림 5) 실패 유형 1 

- 소수 문자들로 구성된 고립된 단어

(그림 6) 실패 유형 2 - 세로형 단어

(그림 7) 실패 유형 3 

- 문자 성분과 그래픽 성분이 붙은 경우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역에서 효과 으로 단어 

상을 추출하기 하여 통계  분석 방법인 상자그

림을 응용하 고, 지역  집도 분석을 이용하 다. 

그러나 문자열  단어 분리가 수평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성능이 하됨을 볼 수 있었다.

   향후에 문자열  단어의 방향과 무 하게 추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서 문서 상뿐만 

아니라 자연 상에서의 단어 상 추출 등에 활용

하도록 지속 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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