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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서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처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응용프로그램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의 사물

검색결과를 인터넷 검색엔진과 연계함으로서 키워드 입력 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그 중에서 한글 문자가 포함된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검색 수행하는 연구로서 영상에서 한글 문

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글 문자 구조 특징으로 한글 자소를 병합하여 후보 문자 영

역을 추출하고 병합된 후보 문자 영역을 한글 6가지 문자 유형 특징을 기반으로 문자 영역을 여부를

판별함으로서 최종적인 문자 영역을 검출한다. 실험결과 문자영역 재현률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에지 성분 검출
• Canny-Edge Operator

연결요소 성분 검출
• Local Standard Deviation

한글문자 후보 영역 결합

자연영상

RGB-> Gray 변환 및 잡음제거
•미디언 필터링

에지 레이블 생성 및 분석
한글문자 후보 영역 검출

연결요소 성분 레이블 생성 및 분석
한글문자 후보 영역 검출

한글문자 후보 영역 검증

한글문자 영역 검출

[그림 1] 한글문자 영역 검출 순서도

1. 서 론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응용 소프트

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 장착

된 카메라, GPS, 중력감지 센서, Wi-Fi, 터치 센서 등

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이들 응용프로그램의 활용함으로서 보

다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영상처리 및 컴

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구 중에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고[1], 외국인이 여행 중에 휴대용 장비로 외국어로

된 지리정보와 관광정보를 한글문자 영역 검출과 변

환기술로 외국어로 변환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2].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증

강현실의 한 분야로 모바일 카메라로 캡쳐된 영상을

분석하여 문자영역을 검출 및 인식하여 그 정보를 검

색엔진으로 연결하여 이미지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영상에서 한글문자의 구조적인 특징

과 문자 유형을 이용하여 한글 문자 영역을 병합하고

그 결과를 판별함으로서 한글 문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의 전체적인 순서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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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문자 영역 검출

RGB 24컬러 영상을 명암도(Gray-scale) 영상으로

변환하고, 에지 및 연결 요소 성분을 검출하였고, 에지

검출은 캐니에지 검출기[3]를 사용하였고, 연결요소

성분은 기준 픽셀 주변의 3×3 이웃 영역의 범위값(최

소값-최대값을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검출된 성분을 1

차적으로 문자 특징을 갖지 않는 요소는 제거함으로

서 후보 문자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후보 문자영역

은 한글 자소 병합과정과 판별 과정을 수행하여 문자

영역으로 검출된다.

2.1 한글 자소 병합
추출된 후보문자 영역은 한글 자소 병합과정을 수

행함으로서 하나의 문자영역으로 병합된다. 한글은 초

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됨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초성

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아랫방향으로 병합을 진행함으

로서 정확한 한글 자소 병합을 할 수 있다. 한글 자소

병합과정에서 오른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의 특징을

고려하여 병합이 이루어진다. 오른쪽 방향은 한글 자

소 구조 특징으로 항상 수직모음 성분이 있어야 함으

로 수직성분 여부를 Run의 구함으로서 체크 할 수 있

다. 수직 Run 성분의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수직
모음

Run 의 수 위치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수직 획 수평 획

ㅣ 1 1 왼쪽 없음

ㅏ 1 1 왼쪽 중앙

ㅑ 1 2 왼쪽
중앙 위
중앙 아래

ㅓ 1 1 오른쪽 중간

ㅕ 2 1 오른쪽
중앙 위
중앙 아래

ㅐ,ㅒ [1, 2] 2 왼쪽
오른쪽

중앙 위
중앙 아래

[표 1] 한글 자소의 수직 모음 성분 특징 값

2.2 한글문자 후보 영역 판별
한글 자소 병합과정으로 검출된 후보 문자 영역은

한글 6가지 문자 유형[4] 특징을 검사함으로서 한글

영역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표 2에 한글 6가지 유형

을 제시하였다. 표 2는 한글 6가지 유형을 각각의 수직

/수평 방향으로 Run의 길이를 검사함으로서 유형별로

갖는 Run 최소/최대 값과 그 위치를 분석한 결과를 보

여준다.

한글
6 가지
유형

Run의 수 모음 위치

수평 수직 수직 수평

I [2, 3] [2, 4] 오른쪽 없음

II [2, 4] [2, 4] 왼쪽 중간
아래

III [2, 3] [2, 5] 오른쪽  
상단 없음

IV [3, 3] [2, 6] 없음 중간

V [2, 3] [2, 4] 오른쪽 중간

VI [2, 4] [4, 5] 오른쪽 중간 

[표 2] 한글 6가지 유형별 특징 값

3. 실험 결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자연

영상에 존재하는 한글 문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한

글 구조 특징 및 한글 유형 특징을 이용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실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 영상

은 KAIST 인공지능 연구실 사이트[5]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영상은 모

바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되었고, 표 3과 같은 다

양한 환경의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 평가늘 위

한 방법은 식 1의 정확률(Precision)과 식 2의 재현율

(Recall)로 평가하였다[6]. 식 3은 재현률과 값을 계산

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된다. 그 의미는 영상에 있는 문

자의 수를 뜻한다.

Precision True PartError
True

(1)

Recallsum
True

(2)

Sum  True PartMissing (3)

식 1의 True는 정확히 검출한 문자 영역의 수, Part

는 문자 영역의 일부분만을 검출한 수, Error는 문자

영역이 아닌 영역을 문자 영역으로 검출한 수,

Missing은 문자영역을 검출하지 못한 수를 의미한다.

그림 2는 제안한 방법으로 자연영상에서 문자 영역

을 검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에지 기반 방법으로 검출

하지 못한 문자 영역은 연결요소 기반 방법으로 검출

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문자 영

역 검출이 이루어짐을 실험결과로 알게 되었다. 실험

결과 재현률은 성능향상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에지

및 연결 요소 성분 결과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확률

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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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종류 Sum True Party Missing Error Recall Precision

Outdoor 100 73 16 11 28 0.73 0.62

Indoor 70 64 4 2 13 0.93 0.80

Shadow 25 22 0 3 9 0.88 0.71

Light 16 15 1 0 2 0.94 0.83

Book Cover 84 71 6 7 7 0.85 0.85

Ohters 13 12 0 1 3 0.92 0.80

전체 평균 0.88 0.77

[표 3] 성능 평가 결과

(a) 실외영상(Outdoor)

(b)조명영상(Light)

(c)그림자(Shadow)

(d)실내영상(Indoor)

[그림 2] 실험 대상 영상에 따른 최종 문자 영역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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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해결될 문제점이다. 문자 유

형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문자 영역

판별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서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또한 문자 영역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Run의 특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자 영

역을 정확히 검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문제

는 영상 전체의 기울기를 검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각의 문자 영역에 대한 기울기 보정을 수행한다면 개

선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영역이 아닌 배경 영역에

서도 텍스트 영역으로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박스

형태의 텍스트를 텍스트 영역으로 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향후 연구 되어야 할 부

분으로 텍스트 영역에 대한 검증 방법을 연구하는 것

이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저 대비를 갖

는 영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지

역적 영상 대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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