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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우의 식품 안전성 증진을 위해 광학 문자 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및 실시간 객체 인식 (you only look once, YOLO) 알고리즘에 기반한 식품의 유통기한 자동 알림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에서 YOL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통기한으로 예측되는 이미지 영역을 검출하고, 2) 검출된 영역에서 OCR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데이터를 추출하며, 3) 최종 추출된 유통기한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우에

게 전달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유통기한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평균 약 7초 이내의 빠른 

응답 속도를 보였으며, 62.8%의 객체 인식 정확도와 93.6%의 문자 인식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시각 장애우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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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우는 점자를 활용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정보

를 파악한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식품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제품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우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각 장애우는 식품 정보획

득에 있어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

최근 들어서 시각 장애우에게 영상 인식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여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여 객체를 인식하여 어떤 물체인지

를 음성을 통해 시각 장애우에게 전달하거나, 문자를 인식하여 사용자

에게 음성으로 글자를 전달한다 [2].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모든 문자를 음성으로 번역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기술들과 달리 광학 문자 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및 실시간 객체 인식 (you 

only look once, YOLO) 알고리즘들을 융합 활용하여 식품의 유통기

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시각 장애우에게 빠른 속도로 

음성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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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알고리즘 흐름도

II. The Proposed Scheme

1. 바코드 인식을 통한 제품 정보 전달

제안하는 시스템은 먼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

게 제품 정보를 전달한다. 바코드 정보 전달을 위해 Python의 pyzbar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Fig. 1. 바코드 인식 단계 참고).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비추고, 이때 개발한 

시스템은 바코드 정보가 인식될 때까지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입력된 바코드 데이터와 기존 구축된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현재 입력된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한다.

2. YOLO 알고리즘을 통한 유통기한 이미지 검출

카메라 영상에서 유통기한 이미지 영역을 선택적으로 검출하기위해

서 영상 인식에서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응답 속도를 보이는 YOL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ig. 1. YOLO 객체 인식 알고리즘 단계 

참고). 바코드 인식 과정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제품의 여러 영역을 

카메라에 제시하면, 개발한 시스템은 미리 입력된 유통기한 훈련데이

터와 유사한 유통기한 이미지 영역을 검출한다. 이후 검출된 유통기한 

영역 이미지는 문자 인식 단계로 전달된다.

3. OCR 알고리즘을 통한 유통기한 문자 추출

YOL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출된 유통기한 이미지 영역에서 

Pytesseract 오픈 소스 OCR 엔진을 이용해서 문자를 추출했다 (Fig. 

1. Pytesseract 단계 참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전에 

YOL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이미지 

영역을 OCR 분석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정보에 해당하는 

문자만을 높은 정확도로 읽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I. Experiment and Results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진행했다. 총 5개의 서로 다른 제품들(롯데 샌드, 화이트하임, ABC초

코쿠키, 맛있는우유, 완전두유)을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의 단계별 

성능을 평가했다: 1) 바코드 인식 - 인식 속도, 인식 정확도; 2) 

YOLO 객체 인식 – 인식 속도, 인식 정확도; 3) OCR 문자 인식 

– 인식 속도, 인식 정확도. 각 단계별로 교정 시력이 0.0 이하인 

피험자가 서로 다른 4개의 제품들을 개발한 시스템의 카메라 입력에 

실시간으로 제시하며 각각의 성능 지표들을 측정했다.

Table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예비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 인식 속도 평균 인식 정확도

바코드 인식 2.30초 100.00%

YOLO 객체 인식 2.42초 62.80%

OCR 문자 인식 2.30초 93.60%

Table 1. 예비 실험 결과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시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각 장애우들을 

위해 식료품의 유통기한 정보를 음성으로 자동 변환하여 전달하는 

YOLO 및 OCR 알고리즘에 기반한 유통기한 자동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YOLO 및 OCR 알고리즘을 융합 활용해

서 유통기한 정보만을 시각 장애우에게 선택적으로 추출 및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된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시스템이다. 

예비 실험 결과들은 제안하는 시스템이 시각 장애우들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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