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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어를 사용한다면 검색

의 정확도 높일 수 있다. 이미지에서 문자정보를 추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문자열 영역 검출이 필수적

인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문자의 크기와 문자열의 방향에 적응적인 문자-에지 맵을 이

용한 문자열 영역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캐니-에지 검출기로 에지를 추출하고, 생성된 에지 이미지로

레이블 이미지를 얻고, 그 영역의 문자구조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열문법으로 문자-에지 맵에 적

응적으로 분석한다. 문자-에지 맵의 분석결과로서 문자열 후보 영역을 얻고,  문자열 영역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문자열 후보 영역을 검증함으로서 최종적인 문자열 영역을 검출한다.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자연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자연영상에서 기울어진 문자열과 다양한 크기의 문자

를 갖는 문자열 영역을 효과적으로 검출하였다.

1. 서 론

자연영상에 포함된 문자열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자열을 검출함으로서 문자열

정보를 이용한 응용분야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연구 중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보조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고[1], 또한 외국인이 여행

중에 휴대용 장비를 통해서 외국어로 된 지리정보와

관광정보 등을 문자열 검출과 변환기술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변환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 개발 중이다[2]. 문자열 영역 검출 방법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10].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단지 기본적인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의 에지 특징을 이용함으로서 에지

가 배경에 많이 존재하는 복잡한 영상에서 에지가 많

이 검출되어 문자열 영역을 정확히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자

열 영역에 존재하는 에지의 구조를 분석하여 문자-에

지 맵을 생성하고, 이를 배열문법을 이용하여 문자의

특징을 갖는지 조사함으로서 문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들을 클러스터하여 문자열 영역을 검출한다.

2. 문자열 영역 검출

문자열 영역 검출은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함

으로서 이루어진다. 캐니에지 검출기[11]로 추출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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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응적 문자-에지 맵

상단 문자-에지 맵상단 문자-에지 맵 우단 문자-에지 맵우단 문자-에지 맵

좌단 문자-에지 맵좌단 문자-에지 맵

하단 문자-에지 맵하단 문자-에지 맵

그림 2. 문자 영역의 문자-에지 맵 분포

그림 4. 문자 영역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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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문자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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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자열 영역 검출과정

지 이미지를 레이블링 과정을 수행하여 레이블 영역

을 생성한다. 레이블 영역에서 긴 수평 및 수직 형태의

영역은 제거된다. 또한 레이블 영역의 픽셀의 수가 10

픽셀 이하로 구성된 작은 영역은 제거된다.

2.1 레이블 영역 분석 및 적응적 문자-에지 맵

적응적 문자-에지 맵은 Freeman의 8 방향코드[12]

의 기본 생성원을 바탕으로 에지 경계를 표현하고 배

열 문법을 적용하여 문자-에지 맵의 구조를 정의하였

다. 그림 2는 기울어진 문자열 이미지로부터 4가지의

문자-에지 맵의 형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1

차 문자열 후보 영역 검출과정에서 이러한 문자-에지

맵의 특징을 갖는 레이블 영역을 추출한다.

2.2 적응적 문자-에지 맵

적응적 문자-에지 맵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적응적 문자-에지 맵을 정의하기 위해서 체인코

드로 에지의 경계를 추적하고, 에지 추적결과 4가지

형태의 문자-에지 맵을 검출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문자-에지 맵은 문자 영역 상/

하, 좌/우 경계에 존재하는 에지 형태를 의미한다. 그

림 2의 문자들이 기울어져 있어도 이러한 특징은 존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울어진 특성으로 인해

서 그림 3에서 제시한 문자-에지 맵과 똑같은 형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울어진 경우에도 문자

-에지 맵의 형태를 검출할 수 있도록 적응적 문자-에

지 맵을 제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적응적 문자-에지 맵은 배열문법을 이용하여 기술

되는 것으로 배열문법은 패턴인식 방법 중에서 구조

적 방법이고, 구조적 방법 중에서 형식언어 이론을 이

용하는 구문론적 방법을 말한다[13-14]. 본 연구에서

는 문자에지 패턴을 2차원 이미지에서 직접 파싱을 하

는 방법 중의 하나인 동형배열(isometric array)[14]

파서(parser)를 이용하여 문자에지 패턴을 추출한다.

3. 문자열 후보영역 검증

그림 4는 적응적 문자-에지 맵으로 검출된 이미지

로 문자가 아닌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문자가 아닌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자열 영

역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문자가 아

닌 영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식1과 같은 조건을 만

족하는 것을 문자 영역으로 설정한다.

Ratio w/h=
Width of Region
Height of Region

≥0.2 (1)

4. 실험 결과

실험대상 이미지는 ICDAR 2003 표준 이미지와 실

험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획득한 640×480 크기의 24

비트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성능평가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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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종류 재현률 정확률

ICDAR 이미지 75% 65%

책 표지 91% 92%

간판 77% 75%

안내표지판 90% 86%

교통표지판 85% 75%

광고판 80% 90%

표 1. 문자열 영역 검출률

1과 같은 문자열 영역 검출률을 제시하였다. 적중률

(Hit rate), 실패율( Miss rate), 오 검출(False alarm)

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적중률=검출된 문자열 영역의 수/ 이미지에 존재하

는 문자열 영역 수)×100 (2)

실패율 = 100 - 적중률 (3)

오검출 = (잘못 검출된 문자열 영역 수/이미지에 존

재하는 문자열 영역 수)×100 (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영상에서 문자의 크기와 문자열

의 방향에 적응적 문자-에지 맵을 이용하여 문자열 영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문자열 영역 검출 기법은 에지의 구조적인 특징만

사용하여 문자열 영역을 검출하였고,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크기를 갖는 문자열과 기울어진 문자열을 효

과적으로 검출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문자열 영역

검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보다 더 정확한 에지 검

출 방법과 문자열 영역 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어야하며, 마지막을 연결요소 기반 방법과 융합하

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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