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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막은 영상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막을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자막 추출 연구는 언어 독립적인 특징으로 자막을 이루는 획의 에지는 일
정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수평라인으로 존재하는 글자의 분포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들
은 획의 간격이 일정한 자막이나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에서만 정상적인 동작을 보
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자막 특징을 고려한 자막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한글 자막의 특징인 
가로 획의 다수 분포를 고려한 적응형 에지 이진화를 수행하여 에지 영상을 생성하고 에지 연결 객체를 
생성한다. 그 후에 생성한 연결 객체를 특징을 추출하여 사전에 생성한 의사결정 트리로 연결 객체를 자
막과 비자막 연결객체로 분류한다.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결 객체는 뉴스, 다큐멘터
리 프로그램에서 획득하였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서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 방송
에서 획득한 영상에서 자막을 추출하였다. 평가 방법은 찾아진 연결 객체 중에 자막 연결 객체의 비율과 
전체 자막 중에서 찾아진 자막 연결 객체의 비율로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한글 자
막의 추출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1. 서  론

  지  이 순간에도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는 생성,  
장, 검색  교환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문서, 음

악, 상, 동 상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은 

직 으로 정보 달이 가능하지만 다른 콘텐츠에 비해

서 내용기반의 검색이 어렵다. 상에 존재하는 자막은 

상의 내용과 하게 존재한다.
  상에 존재하는 자막은 표 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양

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상에 포함된 다

양한 형태의 자막을 추출하기 해 자막의 특징을 이용

한 자막 추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양한 크기

의 자막을 추출하기 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에서 

자막에 포함된 에지를 추출하기 해 해상도를 변경하여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거나[1], 각 에지마다 응 에지와

의 획 간격을 조사하여 자막 에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2].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특정 언어의 특징

만을 고려하 고, 한 이나 일정한 획의 간격을 만족하

지 못하는 자막에서는 정상 인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

다.
  본 논문에서는 한  자막의 특징을 고려한 자막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먼 , 자막 에지의 이진화를 상하방향

의 에지의 분포를 이용하여 수평 라인을 경계로 수행한

다. 추출한 에지들로 연결 객체를 구성하고, 구성된 연결 

객체는 사 에 입력된 연결 객체의 패턴으로 생성된 의

사 결정 트리에 의해서 자막과 비자막 연결 객체로 분류

한다. 상에 포함된 자막 연결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의 

자막 역을 다  로젝션 방법[1]을 사용하여 결정하

고, 결정한 역 내부에서 획 기반 이진화 알고리즘[2]
을 사용하여 자막 연결 객체만이 남겨진 상을 생성한

다.
  논문의 이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 

련 연구에 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제안하

는 방법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

가하기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

론을 서술한다.

2. 련 연구

  자막은 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에서 자막

을 추출하기 해서 자막의 특징을 고려한 자막 추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자막의 특징으로는 자막의 높이, 정렬 

방향, 자간의 가로 간격, 색상, 움직임, 경계등이 존재

한다[3]. 한, [1]에서는 자막은 언어 독립 인 특징과 

종속  특징으로 분류하 다. 언어 독립 인 특징은 색

상의 비, 색상의 밝기, 자 정렬 방향, 자막 유지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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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 하 다. 반면에, 언어 종속 인 특징은 획의 

도, 자의 높이, 자의 가로 세로 비율, 획의 분포로 

언 하 다.
  기존의 자막 추출 연구들은 언어 독립 인 특징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자막 추출 방법들은 성능의 향상

을 해서 자막의 후보 역을 찾고, 찾아진 역에서 

자 부분만을 분리해 내는 단계 으로 후보를 차 축

소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기존의 방법들은 에서 [4]는 자막의 특징 에서 색

상의 비와 자의 정렬 방향을 고려한 지형학 인 특

징  추출 방법과 -선-면 확장법을 이용하여 문자 

역을 추출하 다. 이 논문은 자막 역 추출율과 시간

을 실험 결과로 제공하 으며, 자막 역 추출 정확도는 

언 하지 않았다.
  [5][6]에서는 자막을 추출하기 해 라인 단 의 에지

를 추출하거나 각 색상 역으로 분리한 상에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자막 역을 추출하여 하나의 상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막을 이루는 에지를 추출하는 방법

들을 제안하 다. 이러한 방법들은 검색 역이 고정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 인 형태에 의해 상의 

크기 변화에 정상 인 동작을 보장하지 못한다.
  [7-9]에서는 모폴로지 방법을 기반으로 자막을 추출

하는 방법들을 제안하 다. 추출한 자막의 역 에서 

확실하게 자막이 존재하지 않는 역을 제거하여, 자막 

역의 추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모폴로지 방법들은 

자막 역을 추출하기 한 블록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변동되는 단 을 보인다. 특히, 상에 포함된 자막의 크

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정상 인 동작을 보장하지 못한

다.
  술한 부분의 방법들은 언어 독립 인 특징을 고려

하 고, 언어 종속 인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는 어 자

막 추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특

징을 고려한 자막 추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보다 밝은 한  자막을 다양한 크

기나 형태를 가지더라도 추출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트

리를 이용한 연결 객체 기반의 자막 추출 방법을 제안한

다. 입력으로는 한  자막을 포함한 상이 사용되며, 출

력으로는 한  자막부분만이 남겨진 이진화 상이 생성

된다.

3.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연결 객체 

기반의 한  자막 추출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추출 상인 한국어 자막의 특징을 언

하고, 그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 객체 기반의 

한국어 자막 추출 알고리즘을 서술한다.
  
3.1. 한  자막의 특징

  부분의 언어의 자막을 이루는 자나 숫자들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자를 이루는 자들과 배경의 

경계에 포함되는 픽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림 1은 한 의 “우”를 확 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밝은 

사각형은 주변보다 밝은 색상을 갖는 자막 픽셀을 표

한다. 약간 어두운 색상의 사각형은 자막 픽셀이 아닌 

배경 픽셀을 표 한다. 한, 화살표는 각 자막 경계 픽

셀이 지니는 에지의 방향성을 표 한다. 자막과 배경의 

경계 픽셀은 서로 반 로 되는 방향의 에지 픽셀이 존재

한다. 보기 편하도록 각 방향 성분은 표 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어 자막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특징이 자주 

존재한다. 그림 2는 한  자막에서 우측으로 연속된 

쪽 방향 에지를 표한한 그림이다. 그림 2에서는 검은 사

각형은 배경 픽셀을 의미한다. 회색 사각형은 상방향의 

에지를 포함하는 자막 픽셀을 의미한다. 한, 각 사각형

안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재 픽셀에서 왼쪽으로 등장하

는 쪽 방향의 에지와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등장하는 ‘ㅜ’의 우측 획에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0111’
은 자막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

이다. 각 회색 사각형들은 가로로 연속 으로 존재하며, 
자막 연결 객체에서는 상단에 집하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한 은 가로획과 세로

획이 자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자의 특징

그림 2. 한 의 특징

3.2. 자막 추출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분류가 가능

하다. 먼 , 자막을 이루는 에지 정보를 추출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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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존재하는 자막과 유사한 연결 객체를 찾아내는 자

막 찾기 단계와 찾아진 자막을 포함하는 최소 사각이 존

재하는 치를 결정하는 자막 치 찾기 단계, 찾아진 

치에서 자막과 비자막의 픽셀을 분리하여 자막을 분리

하는 자막 분리 단계로 구성된다.
3.2.1. 자막 찾기 단계

  자막 찾기 단계에서는 자막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연

결 객체를 추출한다. 입력 상으로는 색상 상을 사용

하고, 결과 상은 연결 객체만이 존재하는 연결 객체 

상을 생성한다. 
  먼  입력으로 들어온 상을 연산 량의 감소를 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명암도 상으로 변환한다. 변환은 

아래의 수식(1)을 사용하 다.

   (1)

수식 (1)에서 G는 명암도 상을 의미하며, 각 C는 색

상 상을 의미한다. R, G, B는 각 색상 역을 의미하

며, 차례 로 붉은색, 녹색, 란색을 의미한다. x와 y는 

각 상에서 존재하는 픽셀들의 좌표 값을 의미한다.
  이 게 생성된 G에는 잡음 성분이나 상의 압축에 의

한 번짐 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분은 에지 기반의 

방법에서는 향력이 크므로 이러한 성분을 제거하기 

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산술 평균 필터를 사용한다. 산

술 평균 필터는 상 과 주변 8개의 의 밝기 값의 

총 합을 9로 나 어 상 의 값을 처하는 방법이다. 
이 게 생성된 상은 잡음 성분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잡음 성분이 많이 제거된 필터링된 상(GF)은 자막의 

연결 객체를 추출하기 해 에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상에 포함된 에지는 자막의 크기가 작으면 에

지의 강도가 약해진다. 특히, 한 에 경우에는 자의 획

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지의 강도가 더욱 약해

진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라인 기반 동  이진화 방법

을 제안하여 에지를 추출하 다.
  라인 기반 동  이진화 방법은 작은 자막에 포함된 에

지를 추출하기 해서 낮은 임계치를 용하고, 큰 자

의 경우엔 높은 임계치를 용하여 자막의 에지 정보는 

최 한 유지하면서 자막이 아닌 비자막의 에지를 제거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자막의 상, 하방향 에지 픽

셀들은 상방향, 하방향으로 집되어 연속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고려하 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  필터링된 상에 12시 

방향으로 방향성을 지닌 에지와 6시 방향으로 방향성을 

지닌 에지를 추출한다. 각 12시 6시 에지 상은 각 수

평 라인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이  에지 픽셀로 부터

재 에지 픽셀까지의 간격을 조사한다. 이때, 조사된 에

지 픽셀의 간격이 연속이면 1, 아니면 그 이외로 구분한

다. 체 라인에서 1을 지닌 에지의 비율이 일정 수 이

상이라면 그 수평 라인은 이진화를 한 기  라인으로 

선택된다. 본 논문에서는 0.85으로 정하 다. 선택된 기

라인은 각 기  라인마다 간격을 구하며, 간격 간에 

존재하는 에지 픽셀은 (2)에 의해 라인 단  동  이진

화의 임계치 값이 결정된다.

             (2)

minthres은 최소 이진화 값이다. LWthres은 각 라인의 간격

에 곱해지는 가 치 상수 값이다. yn,yp은 재 검색 인 

기  수평 라인과 이 에 검색된 기  수평 라인의 y 좌

표 값이다. 실험에서는 최소 이진화 값은 10, 라인 간격 

상수값은 0.5로 결정하 다. 연구 도  조사에 의하면, 
최소 작은 자막은 10 이상의 높이와 최소 15정도의 에

지 크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추출하기 

해서 최소값을 15로 지정하기 해 정한 수치이다.
  한, 동시에 필터링된 상에서 수식 (3)을 사용하여 

각 방향의 에지 픽셀의 에지 크기를 추출한다.

         
        
         
        
        
         
       
         

(3)

각 E는 에서부터 차례 로 좌상, 상, 우상, 좌, 우, 좌

하, 하, 우하를 의미한다. x, y는 각 픽셀의 치를 의미

한다.
  추출한 각 에지 상들은 각 라인마다 동  이진화 임

계값으로 이진화 상으로 처된다. 그 후에 추출된 각 

8 방향의 에지 성분들이 하나라도 좌표에 존재한다면 모

두 하나의 상에 표 하는 하나의  방향 에지 상

(Eall)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방향 에지 상에 이웃 연결 객체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 객체 상 CCfirst를 생성한다. 8-
이웃 연결 객체 방법 보다는 4-이웃 연결 객체 방법이 

연결 객체가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때문에 사용하 다. 생성된 연결 객체는 수식(4)를 만족

하며, 자막을 표 하는 연결객체의 후보라 할 수 있다.

  










≠∧
 ≠

 

≠∧
 ≠

 

 

(4)

식 (4)에서 Eall은  방향 에지 상을 의미하며, x,y는 

상의 각 좌표를 의미한다. CCfirst는 연결 객체로 표

된 상을 의미한다.
  이 게 생성된 연결 객체는 자막과 비자막 연결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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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포함한다. 한, 자막의 연결 객체가 아니거나 

각 연결 객체 간을 연결되는 에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에지들은 자막을 이루는 경계의 에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1에서 표 된 것과 같이 연결 객체 내의 에지 에

서 서로 반  방향으로 존재하는 응되는 에지 픽셀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픽셀들을 제거하기 

해, 각 에지 픽셀들은 자신과 에지 방향과 반 에 존

재하는 에지 픽셀에 자신과 반 되는 방향의 에지 픽셀

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만약, 반 되는 

방향의 에지 픽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막을 이

루는 에지 픽셀이 아니라 단하고, 연결 객체에서 제거

한다.
  이 게 자막의 경계가 아닌 에지 픽셀을 제거한 연결 

객체들은 4-이웃 연결 객체 방법을 재사용하여 CCsecond
를 만든다. 이 게 생성된 연결 객체 상은 의사 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해서, 그림 3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각각의 불확실한 방향성을 제거한다. 각 마스크는 에

서부터 좌상, 상, 우상, 좌, 우, 좌하, 하, 우하로 구성되

며, 각각 자신이 검사할 에지 상 E에 용한다. 를 

들면, El은 mEl을 용하며, mEl을 El의 각 픽셀에 응

한다. mEl의 각 픽셀에 mEl의 심 을 치하고 X 사

각형에 응되는 픽셀에 에지가 존재하지 않고, O 사각

형에 응되는 픽셀에 에지가 존재한다면 그 픽셀은 정

제된 에지 픽셀이라고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E를 

정제하면 방향의 불확실성이 비교  제거된 에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 방향 정제 마스크 

 

  이 게 정제한 에지 상(RE)들은 각 응되는 연결 

객체 상 CCsecond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 값들을 

생성한다.
1. REtl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2. REt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3. REtr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4. REl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5. REr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6. REbl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7. REb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8. REbr의 픽셀의 수 / CCsecond의 픽셀의 수

9. 각 수평으로 응되는 에지의 앙 픽셀의 밝기들

의 표  편차

10. 각 수직으로 응되는 에지의 앙 픽셀의 밝기들

의 표  편차

  각 10개의 특징 값들은 자의 크기에 크게 향을 받

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 값들로 의사결정 트리를 사 에 

생성하고, 입력된 특징 값들로 각 연결 객체를 자막 연

결 객체와 비자막 연결 객체로 분류한다.
  비자막 연결 객체로 분류된 연결 객체들은 모두 제거

하고, 자막 연결 객체로 분류된 연결 객체들만을 포함한 

결과 상이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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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막 치 단계

  이 과정에서는 자막과 유사한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사각 범 를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다. 자막을 포함

하는 최소 사각형을 생성하기 해서 체 상에서 서

서히 자막의 역으로 좁 가는 coarse-to-fine 방법을 

사용한다[1]. 
  기에 자막 존재 범 는 체 화면으로 설정된다. 그 

후에 수평 로젝션 방법을 사용해서 자막 연결 객체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수평라인으로 분할한다. 다음에는 분

할된 수평라인 내부에서 수직 로젝션 방법을 사용하여 

수직라인으로 분할한다. 수직으로 분할된 내부에선 다시 

수평으로 분할을 시도한다. 더 이상 수직, 수평 분할이 

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면 최종 으로 자막으로 단되

는 연결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사각 역을 구할 수 있

다. 한  자막의 경우엔 자가 다수의 획으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잡

기 해서, 간격이 3이하인 경우에는 사각 역을 분할

하지 않았다.
3.2.3. 자막 분리 단계

  이 과정에서는 자막에 포함된 픽셀들을 그 외의 픽셀

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분리된 상은 OCR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자막의 자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2]에서 제안한 획 기반 이진

화 방법을 사용한다.
  자막을 이루는 경계는 자막과 비자막의 간색을 띌 

확률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획 기반 이진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자막 역에 존재하는 연결 

객체의 경계의 밝기 값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값을 

경계에 포함된 에지 픽셀의 개수로 나 어 다. 이 게 

나온 값은 자막과 비자막의 경계에 존재하는 밝기 값의 

평균 값이며, 자막과 비자막을 분리하는 임계치로 사용

이 가능하다. 이 임계치를 사용하여, 자막과 비자막 픽셀

을 분리를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실험 데이터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상에서 수집하

다. 수집한 상의 수는 총 668장을 사용하 으며, 12개

의 방송 로그램 상 캡쳐로 수집하 다.
  의사결정 트리를 성성을 해서 상에서 약 4500개

의 연결 객체와 40000개의 비자막 연결 객체를 수집하

고, 의사 결정 트리를 생성하 다. 생성된 의사 결정 트

리의 검증하기 해서 사용된 패턴은 자막 연결 객체 

800개와 비자막 연결 객체로 약 5000개가 사용하여 검

증하 다. 일정 높이 이상의 의사 결정 트리는 에러율이 

0.045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서 트리의 높이 20에서 

pruning을 수행하 다.
  자막 추출의 성능의 평가를 해서 사용된 상은 약 

180장이었으며, 4개의 방송 로그램에서 추출하 다. 
상에 포함된 자막들은 배경보다 밝은 색상으로 존재하

으며, 자막 추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실제로 자막

이면서 검출된 연결 객체와 제안하는 방법이 찾아낸 연

결 객체의 비율인 precision과 실제로 자막이면서 검출된 

연결 객체와 실제 연결 객체의 비율인 recall을 사용하

고, 표 1과 같이 결과가 나타났다.

Recall(%) Precision(%)

자막 추출 76% 84%

표1. 자막 추출 결과(caption extraction result)

  Precision은 상에서 찾아진 연결 객체가 얼마나 정

확하게 찾아졌는지를 보여 다. recall에 비해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한 을 상으로 하 으나 그

림 5의 'm'과 같이 한  자막과 같이 존재하는 문도 

추출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런 경우에는 오검출로 

단하 으며, 자막 주변에 존재하는 배경이 자막보다 밝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잘못된 로젝션이 수행되어 배경 

픽셀이 자막 픽셀처럼 검출되었다.
  Recall이 낮은 경우는 주로 작은 자의 추출에서 발

생하고 있다. 그림 특히 그림 7과 같은 자막은 약 12픽

셀 정도로, 획의 도가 높아서 에지의 강도가 약한 ‘홈’, 
‘월’, ‘일’과 같은 경우에는 제 로 추출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으로 작은 자들은 많은 정보를 표 하

기 해 사용되기 때문에 한 라인에 큰 자에 비해 많

이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작은 자들을 다

시 복구하는 모폴로지 방법의 연구를 하고 있다. 한, 
그림 7에서 좌측에 보이는 넓은 지역의 연결 객체는 다

른 자막 연결 객체에 비해서 크기가 거 하므로, 이러한 

연결 객체를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상은 다른 콘텐츠보다 직 으로 정보의 달이 가

능하다. 하지만,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규모가 크며, 자

동 으로 검색이나 장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의 검색  장을 해서 상의 내용과 련이 있는 

상의 자막을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자막 추출 연구들은 자막을 추출하기 해서 

자막을 이루는 에지의 정보를 추출하기 한 연구가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에 독립 인 특징만

을 고려하여 추출하 으며, 그 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

학 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상 인 작동을 보장하

지 못하 다.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입력 상으로부터 에지 픽셀들

을 추출하여 연결 객체를 구성한 후에 의사결정 트리로 

분석한 연결 객체 패턴을 이용하여 연결 객체를 자막과 

비자막 연결 객체로 분류하 다. 이 게 분류된 연결 객

체는 부분의 자막 연결 객체를 포함하 다.
  향후에는 모폴로지 연산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트리에 

의한 100%가 아닌 분류를 보완하기 해 작은 자막 연

결 객체들을 복구하는 연구와 자막과 연결 객체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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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비자막 연결 객체를 제거하는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림 4 입력 상 1

그림 5 결과 상 1

그림 6 입력 상 2

그림 7 결과 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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