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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문자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고전적인 문자 분할 알고리즘은 학술적인 문서영상과 같이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서영상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다양한 문자 크기와 색상, 그림, 복잡한 배경 등으로 구성된

문서영상에서는좋지못한 성능을보인다. 최근에제안고 있는방법들은복잡한문서영상에서도좋은성능을 보이도록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보이고있지만, 대부분의방법들이영상을 일정한 크기의블록으로나누어문자분할을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는 성능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크기에 제한을 갖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watershed 알고리즘을이용한 문자분할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watershed 알고리즘을이용하여 문서영상

의 구조(docstrum)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자를 분할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엣지 검출, distance transform,

watershed 알고리즘을이용한 docstrum 분석, 문자 분할의 네단계를거친다. 실험 결과블록에 기반한 기존의방법들이놓치

는 세밀한 부분에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은 올바른 분할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문자 분할 알고리즘은문서영상에서 문자만을 뽑아내는 기법으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mixed raster content (MRC)

압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문자 분할 알고리즘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고전적인 문자 분할 기법들은 흑백의 문서영

상에서 문자를 찾았다. 대표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는 X-Y cut

알고리즘[7]이 있다. X-Y cut 알고리즘은 문서영상을 가로축과 세로

축으로누적시킨픽셀값의 히스토그램에서 문서영상의배경을찾는다.

그리고 문서영상을 계층적인 직사각형 구조로 파악하고 문자를 인식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bottom-up 방식을 사용하여 문자를 분할하는

기법으로 run-length smearing 알고리즘 (RLSA)[8]이 있다. 이 방식

에서는 영상의 각 행 또는 열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흰색 픽셀이 존재

하면 이 영역을 배경이라 하고, 배경 이외의 영역에서 connected

component를 문자로 인식하였다.

고전적인 방법들은 단순한 형태의 문서영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의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서영상을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최근 방법 중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Chen이 2009년에 제

안한 multi-plane 분할방법[9]이 있다. Chen의 방법은 다양한 객체들

이 섞여 있는 문서영상의 층을 나누고 각 층마다 일정한 객체를 담도

록 하였다. 그리고 나누어진 각각의 층에서 X-Y cut 알고리즘으로 문

자를 분할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Haneda가 2011년에 [1]에서 제

시한 MRC 문서영상 압축을 위한 문자 분할 방법이 있다. Haneda는

영상을 overlapping block으로 나누고 cost optimization을 사용하여

문서영상을 이진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Markov random field 확

률모델로 문자를 걸러낸다.

한편 흑백 문서영상에서 O’Gorman이 문서의 레이아웃을 파악하

기 위한 document spectrum (docstrum) 알고리즘[2]을 제시한 후로

Kise[3]와 Xiao[4] 등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docstrum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Kise는 Voronoi diagram을 이용하여 문자간의 경계와그림

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였으며 Xiao는 문자들의 connected

component 중심을 Delaunay tessellation으로 연결하여 docstrum의

정확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docstrum을 고려한 문자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기존의문자분할알고리즘은많은경우문서영상을사각형블록으

로 나누고 각 블록에 대해서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영상의크기에 따라사각형블록의크기를 사람이미리정해줘야되며

문자크기가다양한경우블록의크기를정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또

한 문서의 내용에따라 유기적으로영역을 나누지못하고이진화기법

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반면

문서의 레이아웃을 파악하여 문서영상을 연관성 있는 영역들로 묶고

각 영역에 이진화기법을적용할 경우사각형블록을 사용한 경우보다

잘못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존의 docstrum 알고리즘들은

모두 문자분할이 된 결과에서 문서의 레이아웃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docstrum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

명한다. 구체적으로 2.1장에서 엣지 검출과 distrance transform 알고

리즘을 설명하고 2.2장에서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한 docs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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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보인다. 그리고 2.3장에서 문자 분할 알고리즘을 보인다. 3장에

서는제안하는방법의실험결과를보이고 4장에서본연구의결론짓는

다.

2. 제안한는 방법

가. Canny 엣지 검출과 Distance Transform

본 연구에서는 컬러 영상에서 docstrum을 구하기 위하여 영상의

엣지를 이용한다. 문서영상에서 엣지를 구하고 엣지 영상을 distance

transform하여 distance map을 구한다. Distance map의 능선은 엣지

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픽셀들을 잇는 선이고, 이 선은 엣지가 존재

하는영역들을 나누는분수령이 된다. 각각의 엣지가 존재하는 영역들

을 나눌 수있다면 문자 또는 그림과 같은 문서 영상의 객체들을영역

별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첫 단계로써 Canny 엣지 검출기를 사용한다. 엣지 검출기로는

Sobel 검출기, zero-cross 검출기, Laplacian of Gaussian 검출기,

Canny 검출기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Canny 엣지 검출기를사용한다. Canny 엣지 검출기는엣지의위치

를 가장 정확하게 찾고, 엣지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하지만 작은 문자의 경우 엣지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morphology 연산 중하나인 dilate 연산으로 엣지의영역

을 넓힌다.

Docstrum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엣지영상을

distance transform하여 distance map을 구한다. 엣지영상을 E ,
distance map을 D라 할 때 pixel p에 대한 distance

Dp mindistpq  Eq  이다. 이 때, distpq를
1-norm, 2-norm, ∞-norm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가장 수행시간이 빠른 1-norm

distance transform을 사용한다.

나.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한 Docstrum 분석

문서영상의 docstrum을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watershed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Distance map의 능선을 파악하고 능선에 의해

분할되는 영역들을 알 수 있다면 각 문자와 그림들의 경계와 각각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watershed 알고리

즘이 가장 적합하다. Watershed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gray-scale

영상의 밝기를 지형의고도로보고 지형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흘러

들어가는 위치를 파악해 이에 따라 영역을 나누기 것이기 때문이다.

Watershed 알고리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Meyer의 flooding 방법[5]을 사용한다. 그림

2.1은 distance map에서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영역들을 구

분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2.1(d)를 보면문자 ‘A’, ‘e’, ‘b’가두개의 영역으로나누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문자가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나누어진영역은합칠필요가있다. 또한 2.1(a)의원본 영상

은같은색상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것이므로이 문자들은영역들

을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watershed 알고리즘으로 영역

들을 구분한 후에각 영역을 주변 영역과묶어서 영역 간의 색상분포

가같을경우하나의영역으로라벨을부여한다. 구체적으로각영역의

색상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Cheng과 Bouman이 [6]에서 이진화

에사용한방법으로영역을둘로나눈다. 문자가포함된영역이라면영

역에 포함된주요 색상은문자의 색과배경의 색, 두 가지색깔로 나타

낼 수있기때문이다. 영역을 둘로나눠서 각부분의평균 색을구하고

이를 영역의 색으로 한다. 중심 영역의 두 색상을   , 어떤 주변

영역의 두 색상을  라고 할 때

∥∥ 
∥∥

, (3.1)

∥∥ 
∥∥

(3.2)

을 모두만족하는경우두영역을하나의영역으로합친다. 이렇게

나누어진 영역들은 이진화하기 적합한 docstrum을 형성한다.

(a) 원본  영상

(b) 엣지를  dilate한  영상

(c) Distance map

(d)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

그림 2.1: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역을 구분한 예.

다. 문자 분할

문서 영상에서 문자를 분할하기 적합한 형태로 docstrum을 구한

후에는각영역에대하여이진화기법을적용하여문자를분할한다. 이

때, 사용하는 이진화기법은 Cheng과 Bouman이 [6]에서 사용한 방법

으로 이 방법은 영상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각 색상 축에서 분산을계

산하고색상분산이가장 큰색상축에한하여 within-class 분산 이진

화 방법을 쓴다. 문자는 docstrum의 한 영역에서 안쪽에 위치하므로

이진화 기법으로 영역을 나눈 후 바깥쪽 영역을 0으로 지정하고 안쪽

영역을 1로 지정한다. 만약 안쪽영역 색상의분산이일정값이상으로

클 경우 이를 그림 영역으로 간주하여 바깥쪽 영역을 1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문자 분할 결과의 connected component를 찾고 각 connected

component의 바깥 둘레와 엣지를 비교하여 바깥 둘레의 모든 위치에

서엣지를검출되지않으면이를배제한다. 분할된문자의바깥둘레와

엣지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2.2은 문자 분할 과정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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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2.2(f)에서 원본영상의 그림 대부분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

다.

(a) 원본 영상 (b) Docstrum 영상

(c) 초기 문자 분할 결과

(e) 엣지 영상 (f) 최종 문자 분할 결과

(d) 분할된 문자들의 바깥 둘레 영상

그림 2.2: 문자 분할 과정과 문자 분할 결과.

3. 실험 결과

실험은 300dpi로 스캔된영상을가지고 수행한다. 그림 3.1은 실험

에 사용된 문서영상이고 이를 Haneda가 [1]에서 제시한 multi-scale

COS/CCC 방법,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3.2는 손으로 직접 문자를 추출한 ground truth이다.

그림 3.1: 실험 영상.

그림 3.2: Ground truth.

그림 3.3: Haneda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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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실험 결과를 확인하면 제안하는 방법에서 Haneda의 결과보다 문

자를 더 많이 추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결과를 ground truth와 비교하여 connected component의 false

detection (), missed detection (), 픽셀의 false detection

(), missed detection ()을 계산한다. 표 1의 결과에서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Haneda Proposed

 19.23% 14.96%

 18.42% 12.87%

 3.06% 1.67%

 1.47% 0.69%

표 1: 실험영상에서 문자분할 정확도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서영상에 대해서 문자를 인

식할수있는알고리즘을제안하였다. 제안하는방법의가장큰특징은

컬러영상에서 docstrum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자를 인식하는데

있다. 기존의 docstrum 알고리즘은이진화를 거친 영상에서 docstrum

을 구한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컬러영상에서 docstrum을 구하고

이를 통해 문자 분할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엣

지 검출이다. 엣지는영상에서 문서의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표현하여

docstrum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엣지 영상을

distance transform하는 과정이다. 이를통해영상의 모든픽셀에서 가

장 가까운 엣지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Distance map은 일종의

지형과 같이 영역을 구분하는 능선을 형성한다. 세 번째 단계는

watershed 알고리즘으로 distance map의 능선을 구하고 영역을 구분

한후각영역을주변영역과합쳐이진화하기적당한영역을형성한다.

마지막 단계는 구분지은 영역들을 이진화하고 이진화 결과에서 문자

로 인식될 만한 객체만을 남긴다.

본 연구의 결과는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씨의 크기, 색깔,

그림, 복잡한 배경 등에 상관없이 docstrum을 구하고 문자를 분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자를 인식하는데 확률모델을사용하지 않고 단순

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그림

위의 문자 인식에도 정확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docstrum으로 그림과

문자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더 정밀한

문자 분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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