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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Google에서 지원하는 오픈소스인 Tesseract-OCR을 이용한 문자/음성 인식 및 번역 앱에 대해 제안한다. 최근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인식과 번역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어 여행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폰

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인식률을 높이도록 처리하고, Crop기능을 넣어 부분 인식기능을 지원하며, 

Tesseract-OCR의 train data를 보완하여 인식률을 높이고, Google 음성인식 API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인식된 유사

한 문장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번역하고 보여주도록 개발하였다. 번역 기능은 번역대상 언어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인식, 사진에 포함된 글자를 

통한 검색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맞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

키워드: 인식(recognition), 번역(translation), 오픈소스(open-source)

I. 서론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외국어를 이해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어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만으로 외국어 인식과 번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open-source를 이용한 문자/음성 

인식과 번역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거나 전송받은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 Google에서 지원하는 문자인식 오픈소스 

Tesseract-OCR을 이용하고, 음성인식을 위해 Google 음성인식 API

를 이용하며, 기계 번역을 위해 네이버 오픈 API를 이용하여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다.

II. 본론

1. Open-Source의 활용

2006년부터 Google에서 지원하여 제공하는 문자인식 

open-source인 Tesseract-OCR은 github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고, 

train data를 통해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음성인식을 위해 

인식률이 향상된 Google Speech API, STT(Speech To Text), 

TTS(Text To Speech)를 이용하고, 번역에는 NAVER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기반 스마트폰 앱을 구성하였다.

2. 제안한 앱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개발한 문자/음성 인식 및 번역 앱에서 문자인식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가지 언어를 인식이 가능하고,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Crop기능과 영상보정 기능을 추가했다.

음성인식은 4가지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언어를 인식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유사한 3~5개 번역결과를 선택하도

록 개발하였다. 재활용을 위해 검색기능과 다른 SNS로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Fig. 1. Application Func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426

Fig. 2 Text Crop Fig. 3. Text Recognition

Fig. 4. Choice 3~5 Character 

String
Fig. 5. Voice Recognition

Fig. 6. Translation

III. 결론

제안한 스마트폰 앱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어를 급하게 이해해야 

할 때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문자인식, 번역까지 하기 위해 개발하

였다. 외국어 간판, 안내문 등을 찍어서 문자 인식과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과 음성으로 대화하여 번역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러한 기능을 오픈소스로 개발할 수 있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여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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