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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 Correction of Document Images using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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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선명 화질은 물론 화질 문서 상에서 에지를 이용해 문서 상의 기울기를 검출하고, 보정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 복잡도를 이용해 문자 역을 선택하여 에지를 검출하고, 이들을 다양

한 방향으로 투 하여 투  히스토그램들을 생성한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들에서 에지 집 도를 평가하여 문서

상의 기울기를 검출하고 기울어진 문서 상을 보정한다. 고속 기울기 검출을 해 부표본화와 3단 coarse-to-fine 탐

색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선명 화질과 화질 상의 기울기 검출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최  검출 오차와 평균 

오차가 기존 유사 알고리즘의 50% 정도이고, 기울기 검출 시간은 25%정도로 감소된다. 모바일기기로 취득된 밝기 

불균일 상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은 한 2진 상을 얻을 수 없어 기울기 검출이 어려우나 제안된 알고리즘의 

평균 검출 오차 0.1o 이하로 기울기를 검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detecting the skew of the degraded as well as the clear document images using edge and correcting it.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s edges in a character region selected by image complexity and generates projection histograms by projecting 

them to various directions. And then it detects the document skew by estimating the edge concentrations in the histograms and corrects the 

skewed document image. For the fast skew detection, the proposed algorithm uses downsampling and 3 step coarse-to-fine searching. In the 

skew detection of the clear and the degraded images, the maximum and the average detection errors in the proposed algorithm are about 50% 

of one in a conventional similar algorithm and the processing time is reduced to about 25%. In the non-uniform luminance images acquired by 

a mobile device, the conventional algorithm can't detect skews since it can't get valid binary images, while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 them 

with the average detection error of 0.1o o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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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서 상에서 문자를 인식하여 추출하는 문서인식

은 정보화 사회에서 요한 요소이고, 최근 스마트폰처

럼 카메라를 포함한 모바일기기가 화되며 이를 통

한 문서인식이 실생활에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모바일기기는 작은 즈로 량확보가 힘든 구조

 문제, 주변 사물에 의해 불균일한 조명 같은 촬  환

경  문제, 손떨림 같은 촬 기술 문제들로 인해 빈번히 

화질 문서 상을 생성한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문서처리 시 가독성 향상이나 인

식율 향상을 해 기울기 보정은 필수 이다. 기존 기울

기 보정 알고리즘은 주로 문자와 배경이 잘 구분되는 선

명한 문서 상을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모바

일기기로 취득될 가능성이 있는 화질 문서 상의 기

울기 보정은 기존 알고리즘과 다른 근이 필요하다. 기

존 기울기 보정 알고리즘은 행간 여백의 교차 상 계

를 이용해 기울기를 보정하는 알고리즘[1,2,3], 주 수변

환에 의한 푸리에공간에서 최  도를 검출하여 기울

기를 보정하는 알고리즘[4], 허 변환에 의한 변환공간

에서 최  분포 을 검출하여 기울기를 보정하는 알고

리즘[5], 최근  클러스터을 이용해 기울기를 보정하는 

알고리즘[6], 투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기울기를 보정

하는 알고리즘[7] 등이 있다. 이 알고리즘들은 문자 주도

이고 선명한 상을 상으로 하고, 특히 주 수변환

이나 허 변환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은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고 최근  클러스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text 

line을 가져야 하는 제한을 갖고 있다. 투  히스토그램

을 이용하는 Ishitani 알고리즘[7]은 선명한 문서 상에

서 유효하고 문자 역과 비문자 역을 단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화질 상에서는 문자와 배경의 경계

가 분명하지 않아 한 이진 상을 얻을 수 없어 기울

기 검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문자 역의 크기, 고려되

는 문자 역의 수, 기울기 범 에 따라 매우 많은 계산량

이 요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명 화질은 물론 화질 상에 응하기 

해 Ishitani 알고리즘의 장 을 취하면서 단 을 보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가로세

로 상 복잡도를 이용해 문자 역을 선택하여 밝기변

화를 볼 수 있는 에지를 검출하고 다양한 방향의 투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그리고 투  히스토그램에서 

에지 집 도를 평가하여 기울기를 검출하고, 문자 상

이 갖는 특성을 이용해 검출된 기울기에 해 신뢰성을 

평가한다. 한 기울기 검출의 고속 처리를 해 부표

본화와 3단 coarse-to-fine 탐색 알고리즘을 용하고 있

다. 다양한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

즘이 선명 화질은 물론 화질 상에서 기울진 문서

상을 고속으로 잘 보정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Ⅱ. 문서영상의 특성

본 장에서는 효율 인 문서 상 기울기 보정 알고리

즘을 개발하기 해 활용될 수 있는 문서 상들의 특성

들을 분석한다. 

2.1. 고해상도 문서 상

최근 상 취득 장치들은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다

양한 해상도의 상을 원하는 로 선택할 수 있으나 

부분 최고 고해상도로 상이 취득되고 있다. 이 상

은 문서 상의 기울기 검출을 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소를 갖고, 상처리에 있어 계산 부담만 더한다. 따

라서 취득된 상의 해상도에 따라 한 부표본화 

(down sampling)를 수행하여도 문자가 갖고 있는 정보

를 유지시키며 계산량을 크게 려 다. 그림 1에 

2496×3196 해상도의 상을 469×600 해상도 상으로 

부표본화를 해도 문자 정보를 유지시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원의 상은 469×600 해상도의 일부 상을 확

한 상이다.

2.2. 높은 상 복잡도

문자는 일반 으로 다수의 가로세로 획에 이나 

각선 획이 첨가되어 구성된다. 문 'w', ‘e'의 경우 

가로/세로 방향으로 최  4/3개의 획을 갖고, 한  '빼

', ’흘‘의 경우 가로/세로 방향으로 최  6/8개의 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상에서 획수의 두배 에지 (edge)

를 형성하여 상 복잡도를 높여 문서 상에서 문자

역을 선택하는 요한 정보가 된다. 본 논문에서 

상 복잡도()는 임의의 역에 포함된 밝기 변화량으

로 그 디언트 (gradient, )를 이용해 다음 식과 같이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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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서 상의 
Fig. 1 Example for a documen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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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에서 화소 밝기이고, 
  와 


  은 각각 역의 시작과 끝 지 이다.  

2.3. 문서 상의 기울기

문서 상은 일반 으로 문자들이 가로 방향으로 정

렬되어 기록된 문서를 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문서

상의 기울기는 문자행의 기울기와 같고, 모든 역에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 그림 1에 문서 상의 기울기()

와 임의 문자 역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서로 같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잘 정렬된 문자 역을 

찾고 문자 역에서 기울기를 검출한다.  

2.4. 문자의 가로 정렬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문자는 가로세로 방향으로 에

지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리고 문서 내의 문자들은 세로 

방향에 해 정렬되어 있지 않지만 가로 방향에 해 정

렬되어 있다. 그래서 문자 역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밝

기변화를 나타내는 에지의 수를 합산할 때, 모든 방향에 

해 많은 에지를 발생시키지만 문자행과 수평인 방향

에 해 더 높은 집 도를 보인다. 

따라서 기울어진 문서 상에서 에지 집 도가 가장 

높은 방향이 문서 상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림 1의 

방사형 직선들은 임의의 방향에 따른 에지의 발생을 시

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선 을 제외한 모든 직선들

에서 비슷한 에지를 발생시키지만 직선 에서 분명히 구

분되는 에지 집 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

가 문서의 기울기이다.   

2.5. 화질 상에서 문자 단  에지

화질 상에서 나타나는 표 인 상이 블러 

(blur)이고, 이는 문자 획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이상 인 2진 상을 얻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문자의 

에지도 문자 획이 아닌 문자 형태의 경계로 나타난다. 두 

번째 문서 상 특성에 배되어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

을 하시킨다. 그러나 문자의 수직 경계가 거의 문서 기

울기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어 기울기를 검출하는 요

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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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지를 이용한 문서영상 기울기 보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서 상의 기울기 보정 알고

리즘은 그림 2과 같이 수행된다. 입력된 상에서 문자

역을 선택하고, 문자 역에서 에지추출, 에지투 , 에

지 집 도 평가를 통해 기울기를 검출하고, 기울기의 신

뢰성을 평가하여 상을 보정한다. 

원영상

문자영역 선택

기울기 검출

기울기 보정

신뢰성 평가

Y

N

그림 2. 기울기 보정을 한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for skew correction

  

3.1. 문자 역 선택

최근 고해상도의 문서 상에서 상 체를 상으

로 한 기울기 검출은 많은 계산 낭비를 가져온다. 본 논

문에서는 문서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 상에 부

표본화를 수행하고, 부표본화된 상에서 문서 상의 

기울기를 잘 표 할 수 있는 문자 역을 선택하여 체 

계산량을 인다. 실험 으로 A4 크기의 문서 상일 경

우, 장축은 600화소가 하고, 확  촬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근  촬 하는 경우, 장축은 300~400화소

가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문서 상의 부표본

화는 스캔된 상은 장축을 600 화소로 조정하고, 확  

촬 된 상은 장축을 화질에 따라 300 혹은 400 화소로 

조정한다. 화질 상을 해상도로 부표본화할 경우 

문자와 배경이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정 오차가 다소 발

생하여 화질일수록 더 많은 화소를 요구한다. 

문서 상의 기우러짐과 계없이 문자 역은 복잡

도가 높으므로 문서 상에서 일정 화소 간격으로 이동

하면서 일정 역의 상 복잡도를 평가하여 최  상 

복잡도를 갖는 역을 문자 역으로 선택하 다. 후보 

문자 역의 이동 간격과 크기는 각각 부표본화된 상

의 장축의 10%와 36%이다. 상 복잡도 계산는 각 화소

에서 식 (1)의 그 디언트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은  

그 디언트 ()를 계산한 후 식 (4)를 이용해 수행된다. 

   
  

 


  

 

 (3)

   

 

(4)

여기서 와 는 각각 문자 역의 폭과 높이이다. 

 그 디언트는 상 복잡도 계산에서 복될 수 있는 

계산을 크게 려 다.

3.2. 기울기 검출

문자 역에서 에지를 검출하고, 임의의 방향으로 투

시켜 에지 발생 집 도로 문서 상의 기울기를 결정

한다. 단 문자 역은 정사각형이지만 에지 검출은 투  

방향에 따른 투  에지 데이터의 일 성을 해 정사각

형의 내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벨 에지 검출기나 라 라시안 에지 검출기 같은 에

지 검출기는 두터운 에지를 생성하며, 잡음에도 민감하

다. 특히 화질 상에서 두터운 에지는 다방향성 에지

로 표 되고, 불규칙 인 잡음 에지는 방향성이 없어 기

울기 검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

이 고려되고 가는 에지를 발생시키는 니 에지 검출기

를 사용한다. 이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나 에지 검출 

역이 문자 역의 내 원으로 제한되어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림 3은 화질 문서 상에서 검출된 에지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는 소벨 에지 검출기로 에지를 

구하고 벨 24로 2진화한 상으로 불규칙한 잡음 에지

와 두터운 에지는 문자의 방향성에 혼란을  것이다. 그

림 3(c)는 소벨 에지 검출기로 에지를 구하고 벨 84로 2

진화한 상으로 불규칙한 잡음 에지는 제거하 으나 

방향성이 강한 라인 에지까지 제거하고 있다. 그림 3(d)

는 니 에지 검출기로 검출된 에지 상으로 밝기 불균

일과 상 없이 에지가 한 화소로 구성되고 방향성이 강

한 라인 에지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 

 검출된 에지는 투 되어 에지의 집 도가 계산된다. 

에지 투 의 결과는 문자 역의 행수만큼의 빈 (bin, )

을 갖는 히스토그램이 생성되고 각 빈 값( )은 에지 화

소의 발생 횟수이다. 투 은 -45˚∼+45˚에서 다음과 같

이 3 단계 coarse-to-fine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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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검출된 에지 상 (a) 문서 상 (b) 소벨 에지 
24 (c) 소벨 에지 84 (d) 니 에지

Fig. 3 Detected edge images (a) Document image 
(b) Sobel edge 24 (c) Sobel edge 84 (d) Canny edge

단계1) -45˚~+45˚에서 3˚ 간격으로 최  에지 집 도를 

갖는 
max를 검출.

단계2) 
max을 심으로 -2˚~+2˚에서 1˚ 간격으로 최  

에지 집 도를 갖는 
max를 검출.

단계3) 
max을 심으로 –0.5˚~+0.5˚에서 0.1˚ 간격으

로 최  에지 집 도를 갖는 
max를 검출.

단계 1에서 투 각 변화를 크게 하면 국부 최 를 검

출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선명한 문자 역에서 나타

나는 에지 집 도의 분포특성을 고려해 3˚을 사용한다. 

단계 3에서 최소 투 각 변화를 인식 가능한 0.1˚로 제

한하 다. 그림 4는 투 각에 따른 에지투 과 투  히

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는 문서 기울기와 

투  방향이 달라 모든 행이 투  구간에 비례한 를 

갖는 반면 그림 4(b)는 문서 기울기와 투  방향이 일치

하여 행에 따라 가 집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편 에지 집 도는 의 분산()으로 다음 식과 같이 계

산한다.

 




  




 





  



 (5)

여기서 은 빈의 개수로 문자 역의 라인수와 같다. 

이상 인 문자 역에서는 문서 상의 기울기와 일치

하는 투 각을 심으로 그림 5처럼 날카로운 산이 발

생한다.

(a)

(b)

그림 4. 에지투 의 
(a) 투 각, θ1 (b) 투 각, θ2

Fig. 4 Example for edge projection
(a) Projection angle, θ1 (b) Projection angle, 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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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지 집 도
Fig. 5 Edge concentrativeness 

3.3. 신뢰성 평가

일반 으로 문자 역이 정렬이 잘 된 문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면 투 각에 따른 에지 집 도 분포는 그림 5

와 같이 다른 투 각과 분명히 구분되는 최  집 도를 

갖는 투 각을 심으로 산을 형성한다. 그러나 복잡한 

에지를 갖는 그림이나 그래 가 있는 역이 문자 역

으로 선택되면 에지들이 방향성 없이 불규칙 으로 발

생하여 완만한 형태의 산을 형성하고, 최  에지 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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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투 각은 문서 상의 기울기라고 할 수 없다. 그

래서 검출된 기울기에 한 신뢰성 평가가 수행된다. 

신뢰성 평가는 검출된 문서 상 기울기 
max의 최  

에지 집 도 
max

와 단계 1에서 계산된 31개의 에

지 집 도를 이용하여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면 검출된 

기울기는 문서 상 기울기로 신뢰된다. 


max

 ×∼
max ± (6)

여기서 ∼
max ±는 

max
∼

max


의 밖에 존재하는 에지 집 도들의 평균이고 은 임의

의 상수로 실험을 통해 선명한 상과 화질 상에서 

각각 3.5와 4를 사용할 때 매우 안정 이다. 만약 검출된 

기울기가 신뢰되지 못하면 재의 문자 역을 제외하

고 다시 문자 역 선택을 수행한다. 

Ⅳ.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성능을 평가하

다. 첫 번째는 선명한 상과 화질 상에 해 

Ishitani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비교하 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취득된 화질 상에서 제

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실험은 Inter core 

i5(2.8GHz) CPU, 2G RAM이 장착된 PC에서 Visual C++

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성능 평가를 해 웹매거진인 CJ 매거진 2010

년 11월호 1∼14페이지에서 문자와 그림이 하게 섞

여 있는 페이지를 860×1177 해상도로 취득하여 10장의 

선명한 실험 상을 만들었고, 이들을 146× 200 해상도

로 축소시켰다가 다시 원 상 크기로 확 해 화질 실

험 상을 만들고 다시 이들을 ±30˚, ±20˚, ±10˚로 회 하

여 알고리즘들에 각각 용하 다. 실험에서 Ishitani 알

고리즘은 상 상을 원 상 크기 그 로, 제안된 알고

리즘은 상 상의 장축을 600 화소가 되게 축소하여 

사용하 고, 탐색 역은 모두 장축의 36%를 이용하

고, 투  각도는 -45˚∼45˚ 범 로 한정하여 0.1˚의 정

도까지 탐색하 다. 한 2진 상을 상으로 하는 

Ishitani 알고리즘은 2진화가 선행되었다. 그림 6와 그림 

7은 실험 상의 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그림 6. 선명한 상의 
(a) 상 1 (b) 상 2 (c) 상 3
Fig. 6 Example for clear images

(a) Image 1 (b) Image 2 (c) Image 3

그림 7. 화질 상의 
Fig. 7 Example for a degraded image

회 된 문서 상들을 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표 1

에서 비교하고 있다. 기울기 검출에서나 계산 시간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모두 좋은 성능을 보 다. 다소 크게 

느껴지는 0.4 이상의 검출 오차가 Ishitani 알고리즘에서 

선명한 상과 화질 상에 각각 7개씩 보이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없다. 이들은 주로 다단으

로 구성된 문서 상에 발생하고 있고, 그림 8을 통해 원

인을 측할 수 있다. 그림 8(a)에 보이는 것처럼 한 문자

행 내에서 수평 투 이나 각선 투 은 유사한 결과를 

가지므로 가로 변화만을 이용한 Ishitani 알고리즘은 근

본 으로 다음과 같은 오차()를 가질 수 있다. 

 tan
  



 (6)

여기서 와 는 각각 문자의 높이와 문자행 길이이

다. 특히 다단의 경우 가 짧아 오차는 더 커진다. 반면 에

지를 이용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림 8(b)에서 보이는 것처

럼 수직 에지가 활용되어 식 (6)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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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itani 제안방법 Ishitani 제안방법

10˚/-10˚ 0.6˚/0.1˚ 0.2˚/0.2˚ 0.1˚/0.1˚ 0.3˚/0.0˚

20˚/-20˚ 0.5˚/0.0˚ 0.0˚/0.0˚ 0.6˚/0.0˚ 0.3˚/0.1˚

30˚/-30˚ 0.5˚/0.1˚ 0.0˚/0.1˚ 0.4˚/0.5˚ 0.1˚/0.0˚

10˚/-10˚ 0.0˚/0.1˚ 0.1˚/0.0˚ 0.2˚/0.2˚ 0.0˚/0.0˚

20˚/-20˚ 0.0˚/0.0˚ 0.0˚/0.0˚ 0.0˚/0.1˚ 0.0˚/0.1˚

30˚/-30˚ 0.1˚/0.1˚ 0.0˚/0.1˚ 0.0˚/0.2˚ 0.1˚/0.0˚

10˚/-10˚ 0.0˚/0.0˚ 0.1˚/0.1˚ 0.7˚/0.1˚ 0.1˚/0.0˚

20˚/-20˚ 0.1˚/0.0˚ 0.1˚/0.0˚ 0.1˚/0.0˚ 0.0˚/0.0˚

30˚/-30˚ 0.5˚/0.1˚ 0.0˚/0.0˚ 0.6˚/0.2˚ 0.0˚/0.1˚

10˚/-10˚ 0.0˚/0.1˚ 0.1˚/0.0˚ 0.0˚/0.1˚ 0.0˚/0.1˚

20˚/-20˚ 0.0˚/0.1˚ 0.0˚/0.1˚ 0.0˚/0.1˚ 0.0˚/0.0˚

30˚/-30˚ 0.0˚/0.1˚ 0.1˚/0.0˚ 0.2˚/0.1˚ 0.0˚/0.0˚

10˚/-10˚ 0.0˚/0.0˚ 0.0˚/0.1˚ 0.3˚/0.0˚ 0.0˚/0.1˚

20˚/-20˚ 0.0˚/0.0˚ 0.0˚/0.1˚ 0.0˚/0.0˚ 0.1˚/0.0˚

30˚/-30˚ 0.2˚/0.1˚ 0.0˚/0.0˚ 0.2˚/0.2˚ 0.0˚/0.1˚

10˚/-10˚ 0.1˚/0.1˚ 0.1˚/0.1˚ 0.1˚/0.2˚ 0.1˚/0.2˚

20˚/-20˚ 0.0˚/0.1˚ 0.2˚/0.1˚ 0.1˚/0.1˚ 0.1˚/0.1˚

30˚/-30 0.2˚/0.0˚ 0.0˚/0.1˚ 0.2˚/0.2˚ 0.0˚/0.0˚

10˚/-10˚ 0.4˚/0.2˚ 0.1˚/0.0˚ 0.1˚/0.0˚ 0.1˚/0.0˚

20˚/-20˚ 0.4˚/0.1˚ 0.0˚/0.0˚ 0.1˚/0.2˚ 0.2˚/0.1˚

30˚/-30˚ 0.1˚/0.1˚ 0.0˚/0.1˚ 0.3˚/0.1˚ 0.0˚/0.0˚

10˚/-10˚ 0.3˚/0.2˚ 0.1˚/0.2˚ 0.1˚/0.4˚ 0.2˚/0.1˚

20˚/-20˚ 0.1˚/0.4˚ 0.1˚/0.1˚ 0.6˚/0.5˚ 0.1˚/0.2˚

30˚/-30 0.1˚/0.1˚ 0.1˚/0.2˚ 0.2˚/0.5˚ 0.1˚/0.2˚

10˚/-10˚ 0.0˚/0.1˚ 0.0˚/0.0˚ 0.0˚/0.0˚ 0.1˚/0.0˚

20˚/-20˚ 0.0˚/0.0˚ 0.1˚/0.0˚ 0.1˚/0.0˚ 0.1˚/0.0˚

30˚/-30˚ 0.1˚/0.0˚ 0.1˚/0.0˚ 0.1˚/0.1˚ 0.1˚/0.0˚

10˚/-10˚ 0.1˚/0.1˚ 0.1˚/0.0˚ 0.2˚/0.1˚ 0.1˚/0.3˚

20˚/-20˚ 0.1˚/0.0˚ 0.1˚/0.0˚ 0.1˚/0.2˚ 0.1˚/0.1˚

30˚/-30˚ 0.1˚/0.1˚ 0.0˚/0.0˚ 0.1˚/0.2˚ 0.0˚/0.0˚

0.12˚ 0.06˚ 0.18˚ 0.07˚

770ms 195ms 790ms 198ms

8

9

10

절대 평균오차

평균 계산시간

선명한 영상 저화질 영상
영상 회전각

7

1

2

3

4

5

6

표 1. 기울기 검출 오차와 시간
Table. 1 Skew detection error and processing time

  

 

(a) (b)

그림 8. 문자 크기의 향 (a) Yasuto (b) 제안방법
Fig. 8 Effect of character size (a) Yasuto (b) Proposed

한 화질 상에서는 그림 9에 보이는 것처럼 객

체와 배경의 구분이 모호해져 문자를 구성하는 가로세

로 획을 표 할 수 있는 이상 인 2진 상을 얻을 수가 

없다. 그 결과 Ishitani 알고리즘에서 검출 성능은 더 떨어

지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직 에지가 유효하여 검

출 성능이 거의 유지된다. 한편 계산 시간 측면에서 부표

본화에 의한 상처리 화소 수의 축소와 3단 coarse-to- 

fine 탐색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Ishitani 알고

리즘의 1/4 정도로 여 주었다.   

(a) (b) (c)

그림 9. 화질 상의 향
(a) 원 상 (b) 2진 상 (c) 에지 상
Fig. 9 Effect of a degraded image

(a) Orignal image (b) Binary image (c) Edge image

두 번째 평가는 그림 10과 같이 문자 역과 그림, 차

트같은 비문자 역이 존재하며 조명 불균형으로 그림

자가 존재하는 스마트폰으로 취득된  1944×2592 해상

도 상들에서 수행되었다. 화질 상은 원 상을 

243×324 해상도 상으로 축소 후 원 상 해상도로 확

하여 생성되었다. 각 상들은 ±30˚, ±20˚, ±10˚로 회

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에 용되었다. 불균일한 밝기 

분포로 한 2진 상을 얻을 수 없는 Ishitani 알고리

즘에는 용할 수 없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 상

의 장축을 400 화소로 축소하고 기울기 탐색 역은 기

축의 40%를 이용하 다. 탐색 각도는 -45˚∼45˚ 범

로 한정하 으며, 0.1˚의 정 도까지 탐색하 다. 실험

결과는 원 상과 화질의 상에서 평균  오차는 

각각 0.05˚와 0.10˚이고 계산 시간은 각각 98ms와 97ms

로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 생활에서 취

득되는 이상 이지 않은 상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

여주고 있다.   

(a) (b) (c)
 

그림 10. 취득된 상들  
(a) 상 1 (b) 상 2 (c) 상 3
Fig. 10 Example for acquired images
(a) Image 1 (b) Image 2 (c) Im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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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선명 화질은 물론 화질 문서 상을 상으로 가

로세로 밝기변화 정보를 갖는 에지를 이용한 고속 기

울기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상 복잡도에 의

해 선택된 문자 역에서 니 에지 검출기를 이용해 

가늘고 방향성 있는 에지를 생성하고, 투  방향을 회

하며 에지의 투  히스토그램들을 생성하고, 에지 

집 도를 계산하여 문서 상의 기울기로 결정하 다. 

한 고속 알고리즘을 해 부표본화를 수행하 고, 

에지 집 도 평가에 3단 coarse-to-fine 고속 탐색 알고

리즘을 용하 다. 다양하게 기울어진 상들에서 

기울기 검출 실험이 수행되었다. 선명 화질 상과 

화질 상에서 기존 Ishitani 알고리즘은 각각 최  검

출 오차가 0.6˚와 0.7˚이고, 평균 검출 오차가 0.12˚와 

0.18˚인 반면에 제안된 알고리즘은 최  검출 오차가 

0.2˚와 0.3˚이고, 평균 검출 오차가 0.06˚와 0.07˚이다. 직

 취득한 밝기가 불균일 상에서는 Ishitani 알고리즘

은 한 2진 상을 얻을 수 없어 기울기 검출이 어

려우나 제안된 알고리즘의 평균 검출 오차 0.1˚ 이하로 

기울기를 검출하 다. 한 제안된 고속 알고리즘의 

기울기 검출 시간은 Ishitani 알고리즘과 비교해 1/4에 

불과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반 

문서 상뿐만 아니라 화질 문서 상에서 고속으로 

높은 신뢰도의 문서 기울기를 검출하고 상을 잘 보

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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