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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Image Restoration for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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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기기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실험 데이터에 발생한 잡음으로 인한 인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상

복원 과정을 거친다. 영상 복원 방법은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 Direct Neighbor와 Indirect

Neighbor의 개수와 위치를 조사해서 잡음을 해결한다. 결과적으로, 영상 복원 과정을 통해 실험 데이터에 발생한 잡

음을 최대한 제거하고, 영역 단위로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해서 잡음에 의한 인식 오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만족할만한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지역 경계, 방향성 확장, 영상 복원, 잡음 제거, 영상 처리, 글자 인식, 영역 확장, 누적, 영상 분석, 특징 추출

Abstract Because of the mechanical problems of input camera equipment, image restoration process is performed 
in order to minimize recognition errors due to the noise problem generated in test data image. The image 
restoration method resolves the noise problem by examining the numbers and positions of the Direct neighbors 
and the Indirect neighbors for each pixel constituting the test data. As a result, satisfactory recognition result 
can be obtained by eliminating the noise problem generated in the test data through the image restoration 
process as much as possible and also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arning data and the test data 
in the area unit, there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error by the nois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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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영상 데이터 형

태이며, 디지털 영상처리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영상을 더 나은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영상처리와

패턴인식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영상에 대해 효율적인 영상처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만족할만한 패턴인식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디지털 영상처리 분야에 속하는 기술들 중에는 영상

개선과영상인식등다양한분야들이있다. 이중에서영

상 개선은 입력 영상의 밝기를 수정하거나, 영상의 선명

도를 수정하고,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잡음 문

제[1] 등의 수정 작업을 한다. 이 과정들을 통해 보다 나

은 수준의 영상 결과물을 얻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영상

인식[2] 결과를얻을수있다. 영상인식은입력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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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특징들을 뽑아낸 뒤, 컴퓨터에 저장된 기초 정

보들의 특징들과 비교해서 입력 영상 속의 물체를 인식

하는 과정을 말한다.

Ⅱ. 관련 연구

잡음 문제(Noise)는 영상기기의 기계적 문제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영상의 임의의 위치에서 픽셀값

들이 잘못된 값들을가지게 되어 영상 화질에 문제를 일

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잡음 문제는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식 과정에서 문제

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잡음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여러 경계값들을

사용하는 필터링[3], 마스크[4], 또는 형태학[5] 등을 사

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Ⅲ. 본 론

과학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정보처리 기술은 매우 중

요한 분야이다. 특히, 영상 처리 및 인식 기술은 사무 자

동화, 물체 인식 및 추적[6], 의학[7], 무인 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서사용되고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 상

태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의학기기들이 대부분 영상 기

기들이며, 보안을 위해서도 여러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

치되고 있다. 화재나 재난 구조 과정에서도 인명을 구하

기 위해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사용한다.

영상 기기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입력 영상에 잡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력 영상의 중요 정보가 잡음으

로 인해 회손 되어 인식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 오류는 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영상 기기마다 여러 형태의 잡음들

이발생하게되어서로상이한인식결과를얻기도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잡음으로 인한 인식 오

류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영상 복원 방법들이 현재 연구

되고 있다.

1. 기본 개념

실험 데이터에 점 형태의 잡음 문제 (Salt and

Pepper Noise)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형태의 잡

음은 영상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지

만 이런 잡음으로 인해 인식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잡음 문제는 영상 기기에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형태로 발생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영상 복원 과정

을 통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잡음이 남을 수 있다. 그

리고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문자들과 글자체들에 따

라 실험 데이터의 인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잡음 문제로 인한 인식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자 인식률

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

할 때는 픽셀 단위가 아닌 영역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2. 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다음의 알고리즘을 통해 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Step 1) 100개의 학습 데이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서

로다른문자들로구성되며, 각 문자는 10개의 서로다른

글자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학습 데이터는 픽셀값 0

과 1로 구성된 15x15 크기의 흑백 영상이며, 0은 배경을

나타내고 1은 글자 영역을 나타낸다.

Step 2) 학습 데이터는좌우에빈공간을가지며세로방

향으로 긴 형태의 글자 영역들을 가진다. 그래서 100개

의 학습데이터각각을 3x3 크기의 25개 tile들로 나누고,

그중에서 글자 영역을 나타내는 가운데 위치한 15개 tile

영역에 속하는 픽셀값 1의 개수들을 조사한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학습 데이터를 15개 tile 영역에 속하는 픽

셀값 1의 개수들과 자기 자신의 문자 종류로 구성된 16

개의 값들로 표현한다.

Step 3) 실험데이터도 0부터 9까지 10개의 서로다른문

자들로 구성되며, 학습 데이터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글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상 기기의 기계적인 문

제로 인해 실험데이터에 점형태의잡음문제가발생했

다고 가정한다.

Step 4) 실험 데이터에발생한잡음문제로인한인식오

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영상복원 과정을거친다.

영상 복원 과정은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픽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Step 4.1)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

Step 4.1.1) 픽셀값이 글자 영역을 나타내는 1인 경우에

는 Direct Neighbor의 개수를 조사한다.

Step 4.1.1.1) Direct Neighbor의 개수가 1보다 크거나 같

으면, 잡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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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1.1.2) Direct Neighbor 개수가 0이면, Indirect

Neighbor의 개수를 조사한다.

Step 4.1.1.2.1) Indirect Neighbor의 개수가 0이거나 1이

면, 잡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픽셀값을

0으로 수정한다.

Step 4.1.1.2.2) Indirect Neighbor의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잡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

정하지 않는다.

Step 4.1.2) 픽셀값이 배경을 나타내는 0인 경우에는

Direct Neighbor의 개수를 조사한다.

Step 4.1.2.1) Direct Neighbor의 개수가 3보다 작거나같

으면, 잡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

하지 않는다.

Step 4.1.2.2) Direct Neighbor의 개수가 4이면, 잡음 문

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1로 수정한다.

Step 5) 학습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도 좌우

에빈공간을가지며세로방향으로긴형태의글자영역

을 가진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 각각을 3x3 크기의 25개

tile들로 나누고, 그중에서 글자 영역을 나타내는 가운데

위치한 15개 tile 영역에 속하는 픽셀값 1의 개수들을 조

사한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실험 데이터를 15개 tile 영

역에 속하는 픽셀값 1의 개수들로 표현한다.

Step 6) 10개의실험데이터각각에대해최적으로인식된

학습 데이터 문자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Step 6.1) 10개의 실험 데이터 각각에 대해,

Step 6.1.1) 학습 데이터를구성하는 10개의 문자각각에

대해,

Step 6.1.1.1) 각 문자가가지는 10개의 글자체각각에 대

해, 해당글자체와해당실험데이터를각각구성하는 15

개 tile 영역들에 속하는 픽셀값 1의 개수들의 차이를 계

산한다.

Step 6.1.1.2) 10개의 차이값(Difference)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에, 그중에서 제일 작은 차이값 5개의 평균을

구한다. 이평균을학습데이터의해당문자와해당실험

데이터의 불일치값(Discordance)으로 사용한다.

Step 6.1.2) 10개의 불일치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문자가 해당 실험 데이터에 대해 최적으로 인식된 학습

데이터의 문자로 선택된다.

3. 실행 결과

그림 1은 영상처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100개의

학습데이터들(Learning Data Set)[8]을 사용하여 10개의

실험 데이터들(Test Data Set)[8]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잡음 문제가 발생한 실험 데이터들에 대해 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방법을 실행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여준

다. 실험 데이터들은 학습 데이터들이 사용하지 않은 새

로운 글자체를 가진다.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 각각

은 15x15 크기의흑백영상이며, 바탕은흰색으로픽셀값

0을 가지고 글자 영역은 검은색으로 픽셀값 1을 가진다.

                (a)                     (b)
그림 1. (a) 잡음 문제가 발생한 실험 데이터들

(b) 영상 복원 방법을 실행해서 얻어진 결과물

Figure 1. (a) Test Data with error

(b) Resulting images after Imag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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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a) 잡음 문제가 발생한 실험 데이터들

(b) 영상 복원 방법을 실행해서 얻어진 결과물

Figure 1. (a) Test Data with error

(b) Resulting images after Image Restoration

표 1은 그림 1에 있는 잡음이 발생한 10개의 실험 데

이터들에대해영상복원방법을사용한후, 0부터 9까지

10개의 학습 데이터의 문자들과 계산한 불일치값들, 최

소의 불일치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식된 학습 데이터

문자를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문자인식을위한영상복

원 방법은 잡음이 발생한 10개의 실험 데이터들에 대해,

영상 복원방법을실행해서얻어진결과에대해서 100%

문자 인식 결과를 만든다.

표 2는 그림 1에 있는잡음이발생한실험데이터들에

대해문자인식을위한영상복원방법을사용하지않은

인식결과를보여준다. 표 2에서보듯이, 실험데이터 3은

학습데이터문자 3과는 24.0 크기의불일치값을가지며,

학습 데이터문자 8과는 20.6 크기의불일치값을가진다.

그래서실험데이터 3은학습데이터문자가 8일때최소

의불일치값 20.6을 가지므로학습데이터문자 8로인식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 5는 학

습 데이터 문자 0으로 인식되고, 실험 데이터 6은 학습

데이터 문자 8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잡음 문제가 발

생한실험데이터들에대해문자인식을위한영상복원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개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

3개의오류가발생하여 70%의문자인식결과를만든다.

표 3은 잡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10개의 실험

데이터각각에대해, 문자인식을위한영상복원방법을

사용하여최종적으로인식된학습데이터의문자를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 방법은

100개의학습데이터와잡음이발생하지않은 10개의실

험데이터에대해서도 100%의성공적인문자인식결과

를 만든다.

4. 알고리즘의 장단점

기존의 문자 인식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도 장단점들이 있다. 장점으로는 1) 잡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만족할만한 인식 결과를 얻을

수있다. 2) 다른방법들에비해영상복원과정이이해하

기쉽고간단하다. 3) 새로운문자나글자체를학습데이

터에추가해서쉽게확장할수있다. 단점으로는 1) 잡음

이임의의위치에서발생하므로잡음을완벽하게제거하

지못할수도있어서경우에따라서는다른인식결과를

얻을수있다. 2) 학습데이터를구성하는문자들과글자

체들의 종류에 따라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Ⅳ.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자 인식을 위한 영상 복원법

은 실험 데이터에 잡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상

복원 과정을 통해 잡음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픽셀 단위가

아닌 3x3 크기의 tile 단위로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

터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잡음에 의한 인식 오류 가능

성을 낮춘다.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입력 영상 속의 글

자 영역을 몇 개의 점(Vertex)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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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잡음이 발생한 실험 데이터들에 대해 영상 복원 방법을 적용한 결과들과 학습 데이터들의 불일치 정도

Table 1. Discordance between Learning Data and Test Data with error (after Image Restoration Process)

LD#0 LD#1 LD#2 LD#3 LD#4 LD#5 LD#6 LD#7 LD#8 LD#9
Min.

Value

Result

LD#

TD#0 12.4 43.2 29.4 28.8 28.4 26.4 24.0 33.0 20.4 22.2 12.4 0

TD#1 47.6 13.4 34.2 40.6 40.0 43.2 46.8 25.8 51.2 45.6 13.4 1

TD#2 25.6 30.4 16.6 25.0 40.8 28.0 26.8 25.8 23.6 28.2 16.6 2

TD#3 22.2 34.8 22.0 17.6 33.4 22.2 23.8 27.0 21.8 19.6 17.6 3

TD#4 31.6 48.4 39.4 38.6 12.0 44.0 41.0 38.4 37.4 38.6 12.0 4

TD#5 22.8 40.2 36.6 30.6 33.6 21.6 27.6 34.0 27.2 23.8 21.6 5

TD#6 20.0 40.6 29.4 27.2 36.0 17.6 15.2 35.0 16.4 21.4 15.2 6

TD#7 35.4 25.2 22.2 28.2 36.8 37.2 41.4 10.6 37.2 34.4 10.6 7

TD#8 17.6 42.8 28.6 24.2 30.8 20.4 18.8 35.0 15.2 17.8 15.2 8

TD#9 18.8 40.4 25.8 20.6 34.4 18.4 21.2 32.2 16.4 16.2 16.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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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잡음이 발생한 실험 데이터들에 대해 영상 복원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들과 학습 데이터들의 불일치 정도

Table 2. Discordance between Learning Data and Test Data with error (without Image Restoration Process)

LD#0 LD#1 LD#2 LD#3 LD#4 LD#5 LD#6 LD#7 LD#8 LD#9
Min.

Value

Result

LD#

TD#0 19.6 38.4 30.2 30.6 27.2 27.2 24.4 34.8 21.2 23.0 19.6 0

TD#1 31.6 25.0 29.0 34.8 34.0 31.6 33.8 29.0 34.6 34.6 25.0 1

TD#2 25.6 32.4 20.2 28.6 35.6 25.6 27.2 30.8 23.6 27.8 20.2 2

TD#3 23.0 37.8 24.4 24.0 28.6 22.2 25.4 29.4 20.6 21.2 20.6 8

TD#4 24.6 41.4 31.2 29.6 20.4 31.0 28.0 33.4 24.4 26.4 20.4 4

TD#5 23.8 39.2 32.8 33.2 31.6 24.6 28.6 32.6 26.8 28.0 23.8 0

TD#6 22.0 42.0 28.6 29.2 32.0 23.6 19.6 35.4 18.8 23.0 18.8 8

TD#7 28.0 30.4 24.2 29.0 30.0 29.0 30.6 21.4 27.6 28.4 21.4 7

TD#8 22.6 39.8 31.2 30.6 28.6 25.0 22.0 35.6 20.2 23.6 20.2 8

TD#9 23.8 41.4 28.8 26.8 30.6 23.0 24.0 34.0 19.8 19.6 19.6 9

표 3. 학습 데이터들과 실험 데이터들의 불일치 정도

Table 3. Discordance between Learning Data and Test Data

LD#0 LD#1 LD#2 LD#3 LD#4 LD#5 LD#6 LD#7 LD#8 LD#9
Min.

Value

Result

LD#

TD#0 12.0 41.2 29.0 29.2 29.2 25.2 23.2 32.6 20.0 23.4 12.0 0

TD#1 47.8 12.8 34.8 40.4 39.8 42.2 45.0 26.0 50.6 45.4 12.8 1

TD#2 24.8 32.4 16.2 24.2 39.2 27.2 26.0 26.2 22.0 26.6 16.2 2

TD#3 21.0 34.8 20.0 17.6 32.6 21.0 23.4 25.6 19.8 19.6 17.6 3

TD#4 30.4 45.4 38.8 38.0 12.2 41.8 40.2 37.2 37.6 39.2 12.2 4

TD#5 20.4 35.8 32.2 28.4 32.0 20.0 25.6 32.6 25.6 23.4 20.0 5

TD#6 17.8 40.6 28.4 27.0 33.0 17.4 13.4 35.6 15.8 20.0 13.4 6

TD#7 35.0 26.0 22.6 27.4 34.8 37.6 41.8 12.2 37.6 34.0 12.2 7

TD#8 15.0 40.6 24.4 23.4 30.6 18.6 17.4 31.6 13.8 18.0 13.8 8

TD#9 17.4 40.6 25.6 20.8 33.0 17.4 19.4 31.4 15.8 14.0 14.0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