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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 리 이션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

지를 얻을 경우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객체의 모양이 변형된다. 명함인식에서 이러한 이미지 왜곡문제

는 인식률에 많은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른 이미지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캐니 에지를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의 간단한 정보를 이용하여 명함 역을 

검출하고, 역 내에 명함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등장과 속한 보 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 11월 14일 발표한 무선통계 자료에 따르면 13년 9

월 기 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600백만 명을 돌 했

다고 한다.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

기 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들이 등

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에 탑재

되어있는 센서, 카메라, 블루투스, NFC 등 다양한 장치들

을 응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있는 장치인 카메라를 

응용한 어 리 이션을 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명함을 인식하기 한 로그램들은 

용 장비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했다. 이에 반해 스마트

폰용 명함인식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한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하는 경우 빛의 밝기, 명함 이미지의 왜곡, 이

미지의 선명도, 명함의 기울기에 따라 인식이 잘 되지 않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상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명함을 인

식하게 되면 인식속도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명함을 인식하기 해 이미지를 촬 하 을 때 많

은 연산 없이 명함의 역을 검출하고, 명함 이미지의 왜

곡을 보정할 수 있는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에 여러 객체가 있을 경우 객체의 

간단한 정보를 이용하여 명함으로 단되는 역에서 명

함을 검출하고,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달리보이는 명함이

미지의 왜곡을 해결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명함 검출을 한 련 기법

과, 원근 왜곡 문제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한 실험 

 결과 고찰을 기술하여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련연구

2-1. 캐니 에지 검출

본 논문에서 명함 역을 검출하기 하여 에지 기반의 

객체검출 방식을 이용한다[1]. 에지기반의 객체추출 기법

은 처리할 이미지의 데이터의 크기를 이고, 필요 없는 

정보를 일 수 있기 때문에 상처리에서 객체를 추출하

기 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2].

에지를 검출하기 한 방법으로는 1차 미분, 2차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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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근 왜곡으로 인한 명함 모양의 변형

(그림 2) 캐니 에지 검출기법의 흐름도

(그림 1) 캐니 에지 검출기법을 이용한 에지 추출 

(그림 4) 명함 역 검출

소벨(sobel), 리윗(prewitt), 로버츠(Roberts)등 다양한 

기법이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에지 검출 방식은 잡음에 

민감하고, 작은 잡음도 에지로 검출하는 단 이 있다[2]. 

그 게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기법에 비해 잡음에 

향이 고, 강한 에지를 정교하게 찾을 수 있는 캐니

(canny) 에지 검출 기법을 이용한다[3]. 그림 1. 은 캐니 

에지 검출 기법을 이용한 상이다.

그림 2. 는 캐니 에지 검출기법의 흐름도이다. 그림 2에

서 Smoothing는 이미지를 블러링 처리하여 노이즈를 제

거하는 단계이다. Finding gradients단계에서는 Sobel 

Operator를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한다. Non-maximum 

suppression단계에서는 검출된 에지의 매그니튜드가 

maximum인 경우에만 에지로 이용한다. Double 

thresholding 단계에서는 두 개의 임계값을 이용하여 에지

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edge tracking by hysteresis단계

에서는 첫 번째 임계값보다 매그니튜드가 높은 픽셀을 에

지로 설정하고, 설정된 픽셀에 인 하고 두 번째 임계값보

다 높은 매그니튜드를 갖는 픽셀을 에지로 재설정하는 단

계이다[3].

2-2. 원근 왜곡.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을 입력받을 경우 객체 거리에 

따라 원근왜곡이 발생한다. 원근 왜곡은 물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물체와 카메라의 치에 따라 물체의 고유한 각도

도 왜곡되어 촬 된다. 그림 3.은 원근 왜곡으로 인해 명

함의 모양이 변형된 경우이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할 경우 원근 왜곡으로 

인해 명함의 기울기가 발생하고 모양이 변형되어 인식률

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기 때문에 명함인식을 

해 원근 왜곡을 보정하는 것은 아주 요한 문제이다. 

3. 제안하는 기법

3-1. 명함 역 검출     

본 논문에서 명함 역을 검출하기 해 2장에서 언

한 캐니 에지 검출 방식을 이용한다. 검출된 에지를 이용

하면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검출된 객체의 역의 넓이

가 미리 설정해둔 임계 값 이상이면 명함의 후보로 설정

하고, 임계 값 이하이면 객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명함의 모양은 일반 으로 비가 높이보다 긴 직사각

형의 형태이다. 그 기 때문에 이블링된 사각형의 높이

와 비 정보를 이용한 식 (1)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명

함 역을 검출한다. 그림 4은 최종 으로 검출된 명함의 

역을 나타낸 이다.

 
 

  


    

 

3-2. 명함 모서리 검출

본 논문에서는 원근 왜곡으로 인해 모양이 변형된 명함

을 검출하기 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openCV에서 

제공하는 warpPerspective함수는 사각형의 네 개의 모서

리 정보를 이용하여 변형된 모양을 보정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3-1에서 검출한 명함 역 내에 있는 객체의 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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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하는 기법의 흐름도

(그림 7) 카메라 각도에 따른 수행결과

(그림 5) 명함의 모서리 검출 방법

보를 이용하여 모서리를 검출한다. 이블링한 사각형의 

모서리를 각각 , , , 라고 하고 객체의 모서리를 

, , , 라고 했을 때 은 명함 역내의 개의 

에지 포인트 ≤    에서 과 가장 멀리 떨어

져있는 에지의 포인트이다. 

그림 5은 을 검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명함 

역을 이블링한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인 의 좌표가 

   이고, 개의 에지포인트 ≤  의 좌표

가   일 때,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2)를 

이용하여, 과 가장 먼 를 으로 정한다.

   
   

 

3-3. 제안하는 기법 흐름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력받은 상에서 에지를 추출하여 

객체를 검출한다. 검출된 객체  객체가 일정 크기이상이

라면 명함 후보 역으로 선정하고, 사각형으로 명함 후보

의 역을 이블링한다. 이때 사각형의 높이와 비 정보

를 이용하여 명함 역인지 다른 객체의 역인지 단한 

후, 명함 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이블링한 사각형의 모

서리와 명함 후보 역 내에 있는 객체의 모든 에지포인트

들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명함의 모서리를 검출한다. 검

출된 4개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openCV에서 제공하는 

warpPerspective함수를 이용하여 명함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한다[4]. 그림 6은 에서 언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제안하는 기법의 흐름도이다.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하여 실험 하 다. 실험환경은 빛의 밝기 400lux ~ 500lux 

사이일 때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발생하는 명

함의 원근 왜곡 정도에 따라 명함이 제 로 인식되는지 

평가하 다.

그림 7은 에 실험 조건에서 카메라 각도에 따른 수행

결과이다. 그림 7-(a)에서 란 사각형은 명함 역, 명함 

역 사각형 에 4개의 은 3-2 에 의해 결정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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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서리를 의미하고, 수행 결과 명함으로 단되는 객체

를 왼쪽 에 팝업 화면으로 표시하 다. 그림 7-(a)는 명

함의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7-(b)는 카메라를 

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원근 왜곡이 발생한 경우, 그림 

7-(c)는 카메라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원근 왜곡이 

발생한 경우, 그림7-(d)는 카메라의 회  정도가 심했을 

때 인식을 실패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

은 카메라의 회 정도에 따라 다른 인식률을 보 다. 이는 

명함 역이 직사각형으로 검출 되었을 때는 객체의 모서

리가 명함 역의 모서리에서 가장 먼 단 하나의 이지

만, 심 역이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명함 역의 모서리

에서 가장 먼 이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

반 으로 명함을 인식할 경우 발생하는 카메라의 회  각

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인식률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미지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

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캐니 에지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명함 역을 검출하고, 명함 역 내에 있는 객

체의 에지 포인트와, 명함 역 정보를 이용하여 모서리를 

검출하고, warpPerspective를 이용하여 원근왜곡문제를 해

결하고, 명함을 검출하 다. 향후 검출된 명함을 인식하기 

하여 명함에 있는 문자 역을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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