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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egmentation and 
classification method using texture features for the document 
image. First, we extract the local entropy and then segment the 
document image to separate the background and the foreground 
using the Otsu’s method. Finally, we classify the segmented 
regions into each component using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lgorithm based on the texture features that are 
extracted from the co-occurrence matrix for the entropy image. 
The entropy-based segmentation is robust to not only noise and 
the change of light, but also skew and rotation. Texture features 
are not restricted from any form of the document image and 
have a superior discrimination for each component. In addition, 
PCA algorithm used for the classifier can classify the 
components more robustly than neural network. 

 
 

I. 서론 
 

효과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문서의 영상화 및 문서 

영상으로부터 정보 추출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1] 

본 논문에서는 문서 영상의 분할 및 분류를 위해 텍스

처 정보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제안한 방법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분할 단계에서는 잡음, 

회전, 빛의 변화 등에 강건한 특징을 가지는 지역적 엔

트로피를 추출하며, 분류 단계에서는 각 영역의 텍스처 

정보를 기반으로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알고리즘에 의해 4가지 구성요소(글자, 그림, 표, 그래

프) 등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서의 

형식과 쓰여진 언어에 영향 받지 않고, 또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II. 텍스처 정보 기반의 영상 분석 
 

제안된 시스템은 분할과 분류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분할 단계에서는,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확

률을 가지는 랜덤 변수들의 불확실을 측정하기 위한 수

단으로 이용되어온 엔트로피 정보를 이용한다.[2] 문서 

영상의 경우 배경 부분은 동질적인 영역으로 이루어 지

며 전경 부분(구성요소 부분)은 비동질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 엔트로피를 이용함으로써 

전경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영

상의 회전이나 기울어짐에 불변하며 문서를 영상화 할 

때 발생되는 각종 작은 크기의 잡음에 강건하다는 장점

도 가진다. 문서 영상의 분할을 수행한 후 분할된 각 

영역들이 어느 구성 요소(글자, 그림, 표, 그래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제안한 

분류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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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텍스처 정보 기반의 PCA를 이용한 문서 영상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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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류 시스템 구성도 

문서 영상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밝기값의 변화 정도

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6가지 텍스처 정보

를 분류 특징으로 이용한다.[3] 이 때 텍스처 정보는 

분할 단계에서 사용한 지역적 엔트로피의 변환 영상을 

기반으로 추출하며,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성분 분

석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요소를 분류한다. 주성분 분석

은 다변량 분석이나 입력 데이터의 특징 추출뿐만 아니

라 영상 처리 분야에서 영상 압축, 얼굴 인식 등에 널

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신경 회로망과 

달리 학습을 위한 표준 데이터의 양이나 특징 정보의 

수가 적더라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4] 

 

Ⅲ. 실험 결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Pentium Ⅳ 2.8 GHz에

서 Visual C++ 6.0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험 영

상으로 624 × 512 크기의 영문 및 국문으로 된 회색

조의 문서 영상을 이용하였다. 그림 3은 글자, 그림, 그

래프, 표로 구성된 영문 문서를 이용하여 분할 및 분류

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문서 영상의 분

할 및 각 영역의 분류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실험 결과 지

역적 엔트로피에 의한 이진 영상을 기반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빛의 변화나 밝기 값의 변화에 강건하다는 장점

을 가지며 더불어 기울어지거나 회전이 가미된 문서 영

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할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리고 영어와 한글로 작성된 문서 영상들, 서로 다른 글

자의 크기로 구성된 다양한 형식의 문서영상들에 대해

서도 적절한 분할 및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는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각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특성은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 

(a) 원본 영상 (b) 영역 분할 결과 영상 

 
(c) 분류  결과 

그림 3 문서 영상의 분할 및 분류 결과 

과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할 및 분류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다양한 종류의 문서에 대해서 강건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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