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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상에서 숫자열을 검출하고 숫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을 분할하여 숫자 인식 시스템을 위한 입

력 숫자 영상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블랍 검출을 통해 블랍화된 숫자열을 검출

하고, 검출된 블랍 정보를 이용해 숫자열 영역을 지정하고, 숫자열 기울어짐을 보정한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된 세 종류의 CPgraph을 이용해 숫자 기울어짐을 보정하고, 보정된 숫자열에서 숫자 분할을 

위한 경계 지점을 결정한다. 일정 영역의 폰트 크기로 인쇄된 숫자열을 포함하는 영상 그룹과 필기체 숫자열을 포함

하는 영상 그룹을 이용한 숫자 분할 실험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각 영상 그룹에서 100%와 90% 이상의 숫자들을 성공

적으로 분할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an algorithm to generate an input digit image for a digit recognition system by detecting a 
digit string in an image and segmenting the digits constituting the digit string.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s blobbed 
digit string through blob detection, designates a digit string area and corrects digit string skew using the detected blob 
information. And the proposed algorithm corrects the digit skew and determines the boundary points for the digit 
segmentation in the corrected digit sequence using three CPgraphs newly defined in this paper. In digit segmentation 
experiments using the image group including digit strings printed with a range of the font sizes and the image group 
including handwritten digit strings, the proposed algorithm successfully segments 100% and 90% of the digits in each 
im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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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숫자 인식은 우편 번호의 자동 분류, 은행 전표의 자

동 인식, 카드 매출 전표의 자동 인식 등 문서 자동화로 

업무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때 많은 관심 대상

이었고, 최근 신경망 기반 딥러닝(deep learning) 활용 

예로 MNIST 데이터를 이용한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숫자 영상 인식[1-3]이 소개되면서 다

시 숫자 인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근
래의 숫자 인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4-6]는 숫자 인식 시

스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겹

치거나 쪼개진 난해한 수기 숫자의 효율적인 인식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숫자 인식의 필수

적인 전처리 단계에 관심을 가져 숫자열들로 구성된 영

상에서 숫자열을 검출하고, 숫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숫

자들을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숫자열 영상의 블랍화와 블랍 검

출을 통한 숫자열 영역을 지정하고, 블랍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 기울기 보정된 숫자열 영상을 검출한다. 그리고 

숫자열 영상에서 숫자 분할은 본 논문에서 정의된 

CPgraph를 이용해 숫자의 기울어짐 정도를 검출, 보정

하고, 숫자 간 경계 지점을 결정함으로 수행된다. 숫자열 
영상의 효율적인 블랍화를 위해 강한 블러링과 가로가 

긴 구조 요소의 모폴로지 팽창이 수행된다. 또한 이진 

영상 생성을 위한 입력 영상에 따른 가변 문턱치는 숫자

를 더 선명하게 하고, 기존 히스토그램 투영을 보완한 

CPgraph는 그래프의 숫자 간 굴곡을 더 분명하게 하여 

숫자 간 분할을 더 쉽게 해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폰트와 

다양한 숫자열을 포함한 영상을 생성하고, 다양한 숫자

열 기울어짐이나 다양한 숫자 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

상의 기울어짐과 크기에 변화를 주면서 숫자 분할을 수

행한다. 숫자 분할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유효

함을 보일 것이다. 

Ⅱ. 기존 관련 알고리즘

히스토그램 투영[4,7]은 문자열에서 숫자 포함한 문

자를 분할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다. 이는 그림 1처럼 숫자열 영상에서 수직 방향의 저 

화소를 대상으로 배경 화소를 계수하여 그리프화(투영)
하는 것으로 자간 수직 여백이 관통할 때 최대이다. 표
준 숫자열(normal font)에서는 숫자 간 여백이 분명히 유

지되어 숫자 분할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표준 숫자열

에서 표시(▲) 영역은 숫자 분할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

고, 기울어진 숫자열(italic font)에서는 자간 여백이 기

울어져 있어 숫자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a) normal font (b) italic font

Fig. 1 Histogram projection

숫자열에서 숫자 분할을 위한 다른 방법은 블랍 검출

[8,9]이다. 블랍 검출은 영상에서 주변 영역과 비교해 밝

기, 색상 같은 속성이 서로 다른 영역을 분리 검출하는 

것으로 숫자열에서는 숫자들이 독립된 블랍으로 검출

된다. 표 1에 보이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숫자가 분리된 

숫자열에서는 블랍 검출을 통해 숫자 분할이 가능하나 

굵은 숫자열에서는 숫자가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 
가는 숫자열에서는 숫자가 쪼개지는 경향이 있어 숫자

열에서 블랍을 활용한 숫자 분할은 어려움이 있다. 

example # of detected digits

ideal digits 10

thick digits 8

thin digits 14

Table. 1 Blob detection in a digit-string image

Ⅲ. CPgraph 

숫자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기에 앞서 숫자 기울어

짐 보정이나 숫자 분할을 위해 경계 투영 그래프

(CPgraph)를 정의하고 있다. 수직 방향의 전 화소를 대

상으로 투영하는 기존 히스토그램 투영과 달리 CPgraph
는 그림 2처럼 투영 진행이 숫자 혹은 영상의 경계면까

지만 이루어진다. 투영 방향에 따라 상향 경계 투영 그

래프(uCPgraph)와 하향 경계 투영 그래프(dCPgrap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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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 양방향 최대 경계 투영 그래프(xCPgraph)는 

식 (1)처럼 정의된다. 여기서 i는 수평축의 임의 위치이다.

 max  (1)

(a) uCPgraph (b) dCPgraph

Fig. 2 CPgraph

제안된 xCPgraph는 ‘0’의 경우 폐곡선 안의 배경은 

무시되고, ‘4’의 경우 배경이 중간에 잘려 값이 작아진

다. 그래서 그림 3처럼 숫자 간 굴곡을 분명히 해 줄 수 

있고, 히스토그램 투영(점선)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유

사 경계 피크(▼)를 제거시켜 줄 수 있다. 

Fig. 3 Example of a xCPgraph

Ⅳ. 제안된 숫자 분할 알고리즘

영상에서 숫자열을 검출하여 숫자를 분할하는 제안

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4에 보여주고 있다.

Blob Detection

Input Digit Strings Image

Digit String Correction

Digit Correction

Digit Segmentation

Fig. 4 Flowchart of proposed algorithm

Blob Detection 블록은 입력 영상에서 숫자열 영역을 

블랍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한다. 숫자열을 블랍화 

하기 위해 영상에 가우시안 블러(5×5, σ=0.8), 2진화

(th=0.3), 모폴로지 침식(erode, 2×2), 2회의 모폴로지 팽

창(dilate, 5×7)을 단계적으로 수행되면 블랍 검출 결과 

그림 5처럼 블랍들이 생성되고 검출된다. 숫자열이 한 

블랍으로 생성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의 분산값을 크

게 하고, 모폴로지 팽창을 위한 구조 요소의 가로 길이

를 길게 하고, 모폴로지 침식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다. 검출된 블랍은 블랍의 영역, 기울기, 레이블 

정보를 갖고 있다.

(a) digit-string image (b) detected blobs
Fig. 5 Blob detection

Digit String Correction 블록은 검출된 블랍 정보(영
역, 기울기)를 근거로 그림 6처럼 숫자열을 추출하고 기

울어짐을 보정한다. ①은 블랍 영역 정보를 이용해 추출

된 주변 숫자열이 포함된 숫자열 영상이고, ②는 블랍 

레이블 정보를 이용해 주변 숫자열이 제거된 영상이고, 
③은 블랍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 숫자열의 기울어짐이 

보정된 영상이고, ④는 효율적인 숫자 분할을 위해 주변 

여백이 제거된 숫자열 영상이다. 

① ð ②

ò

④ ï ③

Fig. 6 Digit-string correction 

Digit Correction 블록은 기울어진 숫자를 보정한다. 
숫자의 기울어진 정도(xCorP)는 그림 7처럼 영상에서 

상단 영상(UpSideIm)과 하단 영상(DownSideIm)에서 

각각 생성된 dCPgraph와 uCPgraph을 이용해 식 (2)처
럼 최대 상관값의 위치로 계산되고, 숫자 기울어짐은 

xCorP에 따른 투영 변환(projective transformation)[9]
에 의해 보정된다. k는 uCPgraph의 변위이다. 그림 8은 

그림 7 ④영상이 숫자 기울어짐이 보정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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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

Fig. 7 Tilted-digit correlation

ð
Fig. 8 Correlated digits

Digit Segmentation 블록은 보정된 숫자열에서 숫자

들을 분할한다. 효율적인 숫자 분할을 위해 먼저 보정된 

숫자 영상의 이진화가 수행되는데 가변 이진화 문턱치

(th)가 사용된다. 가변 이진화 문턱치는 0.2에서 0.7까지 

0.1씩 증가시키면서 숫자열 영상에서 숫자 영역 비율

(rate)이 20%이상이 되는 최소값을 선택한다. 그래서 가

는 폰트 숫자 영상에서는 문턱치가 높게, 굵은 폰트 숫

자 영상에서는 문턱치가 낮게 설정된다. 그 결과 표 2처
럼 가는 폰트 숫자 영상 Im1에서는 높은 문턱치(0.7)로 

분명하지 않은 숫자(경사진 숫자)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굵은 폰트 숫자 영상 Im2에서는 낮은 문턱치(0.2)
로 숫자 간 간격을 넓혀 주고 있다. 

corrected gray image binary image th/rate

Im1 0.7/21.7%

Im2 0.2/22.3%

Table. 2 Image binarization 

숫자 분할을 위한 숫자 경계 검출은 그림 9처럼 이진 

영상의 xCPgraph에서 수행된다. xCPgraph에서 두 문턱

치(th1, th2)를 이용해 두 펄스 그래프를 생성하고, th1에 

의한 펄스(점선)의 높은 레벨 중심점들(*)은 숫자가 완

전 분리된 경우로 숫자 분할 경계가 되고, th2에 의한 펄

스(일점쇄선)의 높은 레벨 중심점들(o)은 숫자 분할 경

계 후보가 된다. 대부분의 경계 후보들은 분할 경계 혹

은 분할 경계 후보에 근접해 제거되고 남은 일부 경계 

후보들만 숫자 분할 경계가 된다. 여기서 th1과 th2는 각

각 xCPgraph의 최대값-1과 최대값의 1/3이다.

Fig. 9 Digit segmentation

Ⅴ.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10과 같은 

숫자열 영상을 생성하였다. 

(a) NormalDigitStr (b) ItalicDigitStr

(c) HandDigitStr 

Fig. 10 Images for experiment

그림 10의 (a), (b)는 각각 인쇄체 표준 숫자와 기울어

진 숫자들로 구성된 숫자열 영상으로 6 종류의 폰트에 6 
종류의 숫자열로 총 36 숫자열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기울어진 숫자열 평가를 위해 -20, -15, -10, -5, -2.5, 0, 
2.5, 5, 10, 15, 20도 회전 변환이, 다양한 숫자 크기에 대

응하기 위해 0.5~1.5배의 크기 변환이 수행된다. 배율이 

1인 기본 영상에서 숫자 폰트의 크기는 14(±1)×24 (±1)
이고, 숫자열은 10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림 10의 

(c)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필기체 숫자열 영상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도 평가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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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정상적으로 숫자 분할이 이루어진 결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상단 영상은 숫자열 기울어짐이 보

정된 영상이고, 중간 영상은 숫자 기울어짐이 보정된 영

상이고, 하단 영상은 숫자가 분할된 영상이다.

(a) ItalicDigitStr (b) HandDigitStr

Fig. 11 Examples of digit segmentation

숫자 분할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표 3처럼 5가지로 구

분하였다. E1은 숫자가 두 영역으로 쪼개진 경우, E2는 

복수의 숫자가 하나로 결합된 경우, E3은 숫자열의 블랍

이 쪼개진 경우, E4는 숫자 기울어짐을 잘못 검출한 경

우, E5는 숫자의 일부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E1,2,5는 

숫자열 내 1~2개 숫자가 인식되기 어렵고, E3는 숫자열

이 작은 블랍들로 분리되어 검출 시 숫자 분할이 어려울 

수 있고, E4는 숫자 간 여백이 분명하지 않아 숫자열 내 

전체 숫자가 인식되기 어려울 수 있다.

error case example

E1 , 

E2 , 

E3  

E4

E5 , 

Table. 3 Segment error cases

표 5,6,7은 숫자열 영상들에서 숫자 분할을 수행한 결

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xER는 식 3과 같이 계산되

는 발생 가능한 최대 숫자 분할 오류율이다.




× (3)

여기서 상수 2와 10은 오류 형태에 따른 최대 분할 오

류 숫자의 개수이고, NofDigits는 평가에 사용된 숫자의 

개수로 인쇄체의 경우 3960(11 회전 영상×36 숫자열

×10 숫자)이고 필기체의 경우 220(22 숫자열×10 숫자)
이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비교될 수 있는 기존 알고리즘 히

스토그램 투영을 이용한 숫자 분할 결과를 표 4에 보여

주고 있다. 히스토그램 투영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문자 

보정까지 수행된 이진 영상에 적용되었다. 오류의 형태

가 표 3에서 언급된 오류들과 다소 다르게 나타나 제안

된 알고리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숫자 크

기(스케일)와 종류에 따른 전체 숫자 개수에 대한 잘못 

분할된 숫자 개수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Scale NormalDigitStr ItalicDigitStr HandDigitStr
0.8 2.8 7.0 11.8
0.9 1.1 4.9 15.4
1.0 1.4 3.2 11.8
1.1 0.7 2.2 13.6
1.2 0.6 2.2 13.6

Table. 4 Digit segmentation error in Histogram Projection 
algorithm(%)

표 5 NormalDigitStr에서는 스케일이 일정 크기 내 유

지되면 숫자 분할이 100% 성공하고 있다. 작은 숫자의 

경우는 숫자간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숫자 폭의 경계가 

민감해져 숫자가 쪼개지거나 결합되는 오류가 발생하

였고, 큰 숫자의 경우는 숫자열 내 숫자 간 간격이 커져 

복수 블랍으로 분리되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6 
ItalicDigitStr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작은 숫자의 

숫자열에서 숫자 기울어짐을 잘못 검출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숫자 크기가 일정 영역을 

벗어나면 숫자 분할을 위한 변수들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7은 HandDigitStr에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이 가능하지 평가하고 있다. 실험 결과는 최대 숫자 

분할 오류율이 9.1%로 충분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류는 E1와 E5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전자

는 사람에 필기체 숫자의 폭과 숫자 간 간격이 균일하지 

않게 써지거나 한 숫자를 두 영역으로 떨어뜨려 써지는 

경우 발생하고, 후자는 숫자열 속 숫자들의 기울어진 정

도 각각 다르고 인접한 숫자가 접촉하여 숫자 영역이 선

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필

기체의 경우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오류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5-7의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표 4의 기존 알

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할 때 모든 숫자 크기와 종류에서 

우수하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CPgraph가 히스토

그램 투영보다 숫자 분할에 있어 우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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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E1 E2 E3 E4 E5 xER(%)
0.5 0 2 0 0 0 0.10
0.6 0 0 0 0 0 0.00
0.7 0 0 0 0 0 0.00
0.8 0 0 0 0 0 0.00
0.9 0 0 0 0 0 0.00
1.0 0 0 0 0 0 0.00
1.1 0 0 0 0 0 0.00
1.2 0 0 0 0 0 0.00
1.3 0 0 0 0 0 0.00
1.4 0 0 0 0 0 0.00
1.5 2 0 1 0 0 0.35

Table. 5 Digit segmentation in NormalDigitStr 

Scale E1 E2 E3 E4 E5 xER(%)
0.5 5 12 0 6 0 2.39
0.6 2 1 0 3 0 0.91
0.7 0 0 0 0 0 0.00
0.8 0 0 0 0 0 0.00
0.9 0 0 0 0 0 0.00
1.0 0 0 0 0 0 0.00
1.1 0 0 0 0 0 0.00
1.2 0 0 0 0 0 0.00
1.3 0 0 0 0 0 0.00
1.4 0 0 0 0 0 0.00
1.5 0 0 1 0 0 0.25

Table. 6 Digit segmentation in ItalicDigitStr

Scale E1 E2 E3 E4 E5 xER(%)
0.6 5 2 0 0 3 9.1
0.7 4 2 0 0 4 9.1
0.8 1 0 0 0 4 4.5
0.9 4 0 0 0 4 7.3
1.0 4 0 0 0 4 7.3
1.1 4 0 0 0 4 7.3
1.2 2 0 0 0 4 5.5

Table. 7 Digit segmentation in HandDigitStr

Ⅵ. 결 론

본 논문은 영상에서 숫자열을 검출하고 숫자열의 숫

자들을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숫자열 검

출은 숫자열의 블랍화에 이은 블랍 검출로 수행되었고, 
숫자 분할은 본 논문에서 정의된 CPgraph에 의해 수행

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적용된 가변 이진화 문턱치, 
숫자 기울어짐 보정, xCPgraph는 숫자간 경계를 더 분

명하게 나타내 숫자 분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영상을 이용한 숫자 분할 실험 결과는 인쇄체 숫

자열 영상에서 폰트 크기가 일정 범위 내 유지되면 

100% 성공하고 필기체 숫자열 영상에서 90% 이상 성공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히스토그램 투영 보다 우수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기체의 숫자 분할 성능 개

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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