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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을 이용한 자동 자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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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Braille Translator using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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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시각 장애인들을 해 상처리 기반의 자동 자 변환기의 설계  구 에 한 내용을 기술한

다. 상처리 기반의 변환 알고리즘은 웹캠으로 획득한 입력 상을 이진 상화 한 다음, 문자 역을 라벨링 

처리하여 장되어 있는 문자 패턴 상과 상호 상 도를 계산하여 해당되는 자로 변환한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모의 실험한 결과, A5 용지에 인쇄된 숫자와 알 벳에 하여 각각 95%, 

91% 변환 성공률을 보여 주었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서보모터로 구 한 시제품 시험을 통해 89% 변환 성능

을 확인함으로서 구 된 자동 자 변환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utomatic braille converter based on image processing for a person who is visually 

impaired. The conversion algorithm based on the image processing converts the input image obtained by the web-cam to binary image, and then 

calculates the cross-correlation with the stored character pattern image by labeling the character area and converts the character pattern image into 

the corresponding braille. The computer simulation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showed 95% and 91% conversion success rates for 

numerals and alphabets printed on A5 paper. The prototype test implemented by the servo motor using Arduino confirmed 89%, conversion 

performance. Therefore, we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the automatic braille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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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가고, 정보의 수

이 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시각장애

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한정 이

다. 공서나 행정기 에서 제공되는 안내책자만 보더

라도 시각장애인을 해 제공된 자나 음성변환 서

비스를 찾기 쉽지 않다. 한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만 가더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알리지 않

으면 자나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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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 하여 장애인단체에서는 모든 자료에 

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산이 열

악한 장애인단체로서는 따로 시각장애인 신청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직 으

로 련하여 필요한 자료인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따라 단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 의 서비스가 

아직 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한 장애인 복지 법 제 22조에서 시

각장애인 정보 근을 해, 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삽입된 자료를 국가가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장애인 차별

지법 제 7조에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1].

이 규정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에 

해 시각장애인도 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들을 미리 알아야 

련 사항을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와 

지자체는 자나 음성안내 서비스를 렴한 비용에 

보편 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는 배려나 시혜가 아닌 의무이며, 국

민과의 화이자 소통의 도구이다.

특히, 시각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도서는 그 종류가 한정 이며, 제작에도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도서를 시각 장애인에게 공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시각 장애인들을 한 

문자 자 변환은 타자기 형태의 수동형 변환기를 이

용하여 제한된 자 서 으로 인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폭넓

은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화상으로 입력된 상을 

처리하여 문자를 실시간으로 변환하게끔 하는 자동 

자 변환 시스템에 하여 연구하 고 이에 한 최

화된 시작품을 제작하 다.

컴퓨터와 연결된 웹캠으로 획득한 상을 처리하여 

자로 변환하는 출력시키는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

림 1과 같으며 동작 설명은 다음과 같다. 

웹캠으로 상을 획득한 후, RGB 상을 그 이스

일 상으로 변환한다. 그 이스 일 상은 이진

상으로 변환되고 이진 상의 문자 역은 라벨링 동

작을 수행하여 문자 형태로 그룹핑 한다[2]. 설정된 

치정보를 이용하여 분할된 문자 역은 데이터베이

스화된 샘 상과 상호상 도를 계산하여 최 값을 

가지는 숫자를 탐색하여 해당 자로 출력하는 동작

을 반복 처리한다.

그림 1. 로우 차트
Fig. 1 Flow chart

Ⅱ. 시스템 구성

2.1.1 사진 상 입력 

웹캠으로 은 상을 Matlab에서 상처리하기 

해 촬 한 사진  가장 최근에 힌 일을 읽어야

한다. 그러기 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먼  사진폴더가 있는 경로를 Matlab을 이용해 임

의의 변수에 장한다. 그 다음 변수를 이용하여 재

작업 폴더 외부에 있는 경로의 사진 일을 읽고 그

에 가장 최근에 촬 된 일을 원본 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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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RGB to 그 이 스 일

웹캠을 통해 입력된 상은 RGB 포맷으로 획득되

기 때문에 상처리를 하여 명암도 상으로 변환

한다. 변환식은 식(1)을 사용한다. 식(1)을 통해 숫자 

4라는 상 일에 그 이스 일 작업을 실행한 결과

는 그림 2과 같다.

          (1)

그림 2. 그 이스 일 이후 상 일의 행렬
Fig. 2 Matrix of image file after grayscale

2.1.3 이진화

이진화란 원래 엄 한 의미로서는 그 값을 0 는 

1로 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의 픽셀 값은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0∼255범 의 값으로서, 0 는 1로 

표 할 경우 으로 보기에 식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의 이진화 에서는 픽셀값을 0 는 255로 변환한다. 

이진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상 내 모든 픽셀에 

하여 그 이스 일 값이 특정 값보다 크면 흰색을 

나타내는 255로 바꾸고, 작으면 흑백을 나타내는 0으

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한다[3]. 이때, 픽셀 값의 크기

를 비교하는 상이 되는 값을 임계값이라 한다. 임계

값은 그 이스 일 범 인 0 ∼ 255 사이의 정수 값

을 사용하며, 이진화 과정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

과 같다.

수식에 따라서 Matlab 과정을 통해 숫자 4라는 

상 일을 이진화 작업을 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i f  
 

  (2)

그림 3. 이진화 이후 상 일의 행렬
Fig. 3 Matrix of image file after binarization

이처럼 상의 이진화는 다양한 상 처리 분야에

서 사용되며, 특히 상 내에 원하는 객체의 치를 

찾기 한 처리 과정으로 많이 사용된다.

2.1.4 라벨링

라벨링이란 인 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픽셀을 

하나의 개체로서 인지하여 동일한 번호를 붙이고(라

벨을 붙이는 작업) 다른 연결 성분에는  다른 객체

번호를 붙이는 작업으로써, 이진화 처리하여 0과 255

값만으로 만든 흑백 상을 가지고 라벨링 작업을 수

행하게 된다. 상은 라벨링 명령을 통해 서로 연결된 

인  픽셀들의 값이 동일한 하나의 번호로 지정되어 

나타나며 다른 인 역 성분은  다른 번호로 지정

하여 라벨링 된 상을 지정된 특정번호로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해 다. 이를 통해서 원래 입력한 상

에서 여러 개의 물체 역 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체

를 임의의 한 라벨 번호를 가진 상으로 추출하여 

각각 독립 으로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4].

이진화 상을 통해 라벨링을 하게 되면 더욱 흑과 

백의 구분이 명확하기 이루어져 더욱 쉬운 라벨링 작

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화를 수행한 후에 

라벨링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4는 이진화된 숫자 값이고 그림 5는 그림 4에

서 이진화된 상을 각각의 개체로 라벨링 한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보기 해 구분해놓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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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력 상 일
Fig. 4 Input image file

그림 5. 인  역에 하여 라벨링
Fig. 5 Labeling for adjacent areas

2.1.5 자 역 분할

이진화 된 상 는 라벨링 된 상에서 역의 

분할을 하려면 일정한 밝기 값을 가지는 역의 경계

를 추 하여 경계 픽셀의 순서화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림 6. 라벨링 후 자 역 분할 모습
Fig. 6 Appearance of letter region after labeling

라벨링을 통해 지정된 번호를 추출하기 해서는 

경계를 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계를 추 하기 

해서는 1픽셀 두께를 가지는 픽셀의 순서화된 연속

체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 상에 해 밝기 값 25

5를 가지는 역을 기 으로 역 안의 라벨링 된 

상을 각각 추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6은 그

림 5를 통해 각각 라벨링된 상을 나열한 그림이다.

2.1.6 샘 상과 비교

문자를 라벨링한 후 분할된 자 역과 가장 유사

한 문자로 표출하기 해 그림 7과 같은 샘 상들

을 미리 만들어두어 읽어 들인 문자와 비교하도록 하

다.

그림 7. 문자 비교를 한 샘 상
Fig. 7 Sample images for character comparison

2.1.7 상 도 계산

샘 상과 라벨링 된 문자의 상 계를 비교하기 

하여 먼  두 배열의 크기를 맞춰주기 해 리사이

징을 해 다. 리사이징 과정은 샘 상과 입력 상을 

비교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상의 사

이즈가 다를 경우 비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사이즈를 맞춰주게 된다.

그 후 행렬의 열을 더해주어 그림 8과 같이 1차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입력된 상과 비교하게 된다. 

두 행렬을 빼주어 비교 시 일정 수치 범  안에 값이 

존재한다면 같은 상이라고 별하게 설정하 다[5].

그림 8. 1차원 히스토그램 만들기
Fig. 8 Create a one-dimensional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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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해주었다면, 히스토그램을 만

들어 구해진 샘 들의 히스토그램과 입력된 상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다. 그 과정은 그림 9와 같이 

체 샘  히스토그램에서 하나의 입력 히스토그램을 

반복 비교를 통해 행렬을 뺄셈 연산하 을 시 그 값 

 가장 유사한 문자를 찾아 문자가 동일하다는 별

을 하게 된다.

그림 9. 히스토그램을 통한 별과정
Fig. 9 Histogram identification process

2.2 서보모터 제어

Matlab을 통한 상처리를 마친 이후 상들의 상

계를 비교하여 문자를 인식하게 되고, 그 값을 기

반으로 하드웨어로 자를 표 하기 하여 아두이노 

서보모터를 제어하여 표출하도록 해주었다. 그 과정에

서 시각장애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서보모터의 순차 인 움직임을 제어하기 해 버튼을 

이용하 다.

2.2.1 아두이노 연동

Matlab과 아두이노를 동시에 사용하려던 와  

Matlab 상에서 아두이노와 연동할 수 있는 지원 패키

지를 알게되었고, 아두이노 코딩을 기반으로 Matlab 

상에서 코딩하여 아두이노를 제어하기로 하 다[6].

Matlab상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시

켜주는 일과 아두이노로 업로드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활용하여,  일들을 기반으로 아두이노 상

에서 스 치 일을 업로드 시켜주면 Matlab과 연동

이 가능해진다.

Ⅲ. 자표 기반 하드웨어 제작

3.1 자표지 표 규격

처럼 상을 통한 문자인식이 완료 되었다면, 이

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나 알 벳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자로 표 하여야한다.

우선 으로 자 핀에 한 표 규격은 그림 10와 

같다. 표 규격을 통해 서보모터의 배치와 돌출 높이

를 조 하여 시각장애인이 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제작하 다.

그림 10. 기술표 원에서 지정한 자표지표
Fig. 10 Braille mark standard specified by the Korea 

Standards Institution

3.2 하드웨어 구

제안하는 상처리 기반 문자- 자 변환기의 체 

기능 구성도는 그림 11와 같다. 웹캠은 상 획득 기

능을 수행하고 Matlab을 통해 상처리 작업을 수행

하여 상 계를 별하고, 그 결과 값을 아두이노를 

통해 직  모터제어를 이용하여 자를 표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7].

그림 11. 상처리 기반 자 변환 과정
Fig. 11 Image processing based braille conver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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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 된 문자- 자 자동 변환기
Fig. 12 Implemented character-to-braille converter

웹캠을 사용하여 변환을 한 상사진을 촬 하

으며, 상처리를 하여 Arduino Uno를 사용하 다. 

 과정을 통해 구 된 체 시스템 구상도는 그림 

12과 같다. 웹캠과 상처리 보드는 컴퓨터를 통해 데

이터를 교환하고, 카메라의 높이는 47cm로 고정시켜 

A5 가로 크기의 용지 체가 상에 닮길 수 있도록 

설계해주었다. 자 표시부는 서보모터의 회 을 이용

하여 핀을 올려주는 형태로 구 하 다. 

Ⅳ. 실험  고찰

4.1 히스토그램의 오차율

1차원 행렬을 통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문자비교

를 시행하려 하 으나 그림 13과 같이 숫자 5, 6, 7, 9

가 다른 숫자와 동일하다고 별이 되어 인식률이 

60%가 되므로 좋지 않은 별능력이라고 생각 되어 

2차원 행렬을 통해 히스토그램을 만들기로 하 다[8].

그림 13. 숫자에 한 히스토그램 비교
Fig. 13 Histogram comparison for numbers

4.2 숫자와 알 벳의 구분

숫자와 알 벳을 동시에 자 핀으로 표출하려던 

과정에서 표 1와 같이 일부 문자에 한해 혼동이 일어

나 인식하는데 오류가 발생하 다. 따라서 숫자와 알

벳 구분을 명확히 해주기 해서 숫자 변환과 알

벳 변환 과정을 나 어 주기로 하 다.

0 1 2 5 6 8 9

O, D I, T Z S B B D

표 1. 숫자별 혼동되는 알 벳
Table. 1 Alphabet confused by number

4.3 씨 크기에 따른 문자 인식률

숫자와 알 벳에 해 임의의 크기 10, 20, 30, 40, 

50p에 한 순서로 인식률을 실험해 본 결과 10p일 

때는 인식이 잘 되지 않았으며, 30p일 때 평균 87%로 

가장 인식률이 좋다고 단하여 선택하기로 하 다. 

그림 14, 16는 씨크기에 따라 변환된 텍스트(숫

자, 알 벳)를 나타낸 것이고, 이를 토 로 5차례의 

실험을 통한 인식률을 나타낸 그래 가 그림 15, 17이

다. 그 결과 숫자 크기 30p 이상일 시에 84%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며, 알 벳 크기 20p 이상일 시에 

89%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 다. 숫자와 알 벳에 

해 보편 인 인식률인 30p를 기본 문자 크기로 지정

해 주었다.

그림 14. 씨 크기에 따른 숫자 변환
Fig. 14 Numeric conversion by fo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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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험 횟수에 따른 인식률(숫자)
Fig. 15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experiment 

frequency(number)

그림 16. 씨 크기에 따른 알 벳 변환
Fig. 16 Alphanumeric conversion by font size

그림 17. 실험 횟수에 따른 인식률(알 벳)
Fig. 17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experiment 

frequency(alphabet)

4.4 씨체에 따른 문자 인식률

 실험결과에 따라 30p를 기 으로 숫자와 알 벳

에 해 임의의 씨체 함 롱바탕, 궁서, 굴림, 고

딕, 신명조 순으로 인식률을 실험해 본 결과 숫자에 

해선 궁서체가 94%로 가장 인식률이 좋았고, 알

벳은 함 롱바탕이 96%로 가장 인식률이 좋았다.

그림 18, 20은 씨체에 따라 변환된 텍스트를 나

타낸 것이고, 이를 토 로 5차례의 실험을 통한 인식

률을 나타낸 그래 가 그림 19, 21이다.

그 결과 숫자일 경우에 고딕, 알 벳일 경우에 

함 롱바탕이 평균 91%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 롱바탕을 기본 씨체로 지정해 주었다.

그림 18. 씨체에 따른 숫자 변환
Fig. 18 Numeric conversion by font

그림 19. 실험 횟수에 따른 인식률(숫자)
Fig. 19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experiment 

frequency(number)

그림 20. 씨체에 따른 알 벳 변환
Fig. 20 Alphanumeric conversion by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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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 횟수에 따른 인식률(알 벳)
Fig. 21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experiment 

frequency(alphabet)

4.5 카메라 성능에 따른 행렬의 차이

Matlab 명령어  imread 명령어로 상을 받아들

을 시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각 행렬(픽셀)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그림 22과 같이 확인하 다. 이는 해상

도에 따라 픽셀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에 따라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보다 자세한 상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카메라에 따른 행렬의 값
Fig. 22 The value of the matrix according to the 

camera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Matlab을 

통한 상처리 후 아두이노 모듈을 기반으로 자 핀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입력된 상에서 

문자 역을 분할하고, 샘 로 장된 참조 문자패턴과 

상호상 도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문자를 자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용하 다. 서보모터 작동 결과 

94%의 문자 변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Matlab 상처리 기반의 자동 자 변환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향후 한  변환 과정에 하

여 성능을 개선함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했던  에 가장 큰 것은 한  인식이다. 일

반 으로 어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단

어가 독립 인 개체로 이루어져 따로 구분하기 가능

하나, 한 의 경우 성, 성, 종성의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자이고 샘 일을 설정할 경우, 자의 경

우의 수가 24,389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샘  일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비교하여 하나의 자를 표출하

는 것이 어려워 시간 인 측면에서 한 은 따로 설정

하지 못하 다. 추후에는 한 에 한 구분 한 이루

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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